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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0:30~11:00 등록 

11:00~12:10 Session 1 
제1주제 아동‧청소년Ⅰ (목련) 사회: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1.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

발표: 김수정(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잠재성장모델을 이용한 아동의 성취도

발표: 라종민(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토론: 이수진(국민대학교 교육학과)
3.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발표: 조호운(Auburn University 석사)
   서수현(Auburn University)
   강종구(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일(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토론: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2주제 정신건강Ⅰ (수련) 사회: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Depression and self-esteem: A longitudinal analysis

발표: 김혜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원서진(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에코세대의 취업변화와 우울
발표: 라채린(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토론: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CES-D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대한 재분석
발표: 허만세(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주제 대학원생 논문발표 (동백) 사회: 이상은(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 및 박탈수준에 미치는 영향

발표: 김창오(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우울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발표: 백영은(덕성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토론: 최새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 
발표: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조미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토론: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2:10~13:30 점심(크리스탈홀)

13:30~13:40 개회사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태성(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13:40~13:45 축사 
             박경숙(한국사회보장학회장)
13:45~13:50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 
13:50~14:00 한국복지패널 소개

14:00~14:10 휴식

14:10~15:20 
제1주제 아동‧청소년Ⅱ (목련) 사회: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잠재성장 모델을 이용한 아이들의 체질량 변화
발표: 김선휘(한남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라종민(국민대학교 교육학과)
토론: 황선환(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 물질적 어려움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정선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김광혁(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저출생체중아와 정상출생체중아의 아동기 의료 이용의 차이에 대한 경시적 연구

발표: 최승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신자운(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토론: 최정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정신건강Ⅱ (수련) 사회: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발표: 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재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토론: 김세원(경기복지재단)
2.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이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발표: 윤성원(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종하(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토론: 정진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계
- 연령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정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이현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3주제 사회보장 (동백) 사회: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발표: 곽수란(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토론: 이기종(국민대학교 교육학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와 효과성 평가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박상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토론: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동태적 변화
발표: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백학영(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20~15:30 휴식

15:30~17:10 특별강연 (무궁화홀)
             강연자: 강정한(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제  목: 패널자료 회귀분석 - 응답자 간 효과와 응답자 내 효과 분리

17:10~17:20 휴식

17:20~18:30 Session 3
제1주제 국민인식 (목련) 사회: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빈곤 원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이상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관(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토론: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과 복지급여수급자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

발표: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연구
발표: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토론: 김수완(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2주제 경제활동 (수련) 사회: 이소정(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1. 경제활동참여기간과 고령층의 경제적‧심리적 만족도

발표: 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강석영(Binghamton University)

토론: 어윤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사건사 분석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 분석

발표: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아(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정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토론: 김은하(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3주제 한부모 (동백) 사회: 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1.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발표: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최영준(고려대학교 행정학과)
2. 근로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오혜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최현영(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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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제1주제 아동‧청소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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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귀분석과 경향 수분석의 비교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Child Welfare Servic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Children: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ethod

김수정* 

정익중**

                                 <요  약>   

  본 연구는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자료를 사용하 으며, 1차, 4차, 7

차에 아동학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 344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

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할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므로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

을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

중회귀분석에서 또래애착이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또래애착과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은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 을 때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도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지지 강화 방안, 아동복지서

비스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 다.

주제어 : 아동학대, 경향점수 가중치, 또래관계, 아동복지서비스, 학교적응, 피학대 아동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사, 제 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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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동학대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녕과 발달에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심각한 향을 미친다. 그리고 학대는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세대 간에 

걸쳐서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2012년 한 해 동안 6,403건이 발생하

다. 그리고 이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심리치료, 가족강화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살펴

보면, 총 228,707회 중 2012년 이전에 접수된 사례에는 88,329회(38.6%), 2012년 신고 사례에는 

140,378회(61.4%)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당해 년도에 

신고 접수된 사례에 개입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2012년 이전 신고사례를 대상으로 제공

한 서비스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로 인한 휴우증이 단기적으로 쉽게 해소 

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애착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Haskett, Nears, 

Sabourin Ward, & McPherson, 2006). 또한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 공격성, 비행, 학교폭력 등

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Lamont, 2010; Shonk & Cicchetti, 2001; Stirling, 

Amaya-Jackson, & Amaya-Jackson, 2008). 그리고 낮은 사회적 기술이나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한다(안은미ㆍ이지연ㆍ정익중, 2013; 정익중, 2008; Bolger & 

Patterson, 2001a).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학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보여주거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들을 설명해 주지 못하므로 학대로 인한 부정적인 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김순규, 2007).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동이 다른 역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다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아동에게 학교는 가족이외에 새롭게 교사 또는 친구와의 관계

가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장이다. 또한 아동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원만하게 지내는지는 이후 사회

생활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학대받은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라는 대체공간에서의 성공

과 적응은 피학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학교적응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향을 완화시켜 주

고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초점

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피학대 아동의 회복을 촉진하고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

인, 가족 요인, 가족외 관계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개인

의 인지 능력,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자기조절 능력, 내적 통제 등을 꼽을 수 있다(주소 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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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2008; Bolger & Patterson, 2001a; 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Cicchetti & 

Rogosch, 1997; Flores, Cicchetti, & Rogosch, 2005; Moran & Eckenrode, 1992; Scott Heller, 

Larrieu, D'Imperio, & Boris, 1999). 가족 요인에서는 가족 응집력, 가족 안정성, 양육태도, 가족

지지 등이 지적된다(김순규, 2007; Kim & Cicchetti, 2004; Sagy & Dotan, 2001). 그리고 가족 외 

관계 및 지역사회 요인에서는 교사지지, 또래지지, 이웃지지, 상담자와의 관계, 방과 후 활동과 

같은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있다(조은정, 2013;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Flores et 

al, 2005; Larson & Mahoney, 2005).  

  그리고 기존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보호요인 중에서 주로 아동의 개인적 요인이나 가족과 

가족 외 요인 중에서 가족, 교사, 또래지지 등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보호요인으로서 또래관계와 피학대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는 많지 않으며, 그 결과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성ㆍ김혜련ㆍ박수경, 2006; 조

은정, 2013; Bolger et al., 1998; Perkins & Jones, 2004; Schwartz et al., 2000). 특히 피학대 아동

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자원에 해당하는 상담이나 방과 후 

활동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와 피학대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

을 받지 못하 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처치가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다

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관련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산출하 지만, 선택편의

(selection bias)의 편견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정선 ㆍ정익중, 2011a). 즉, 

이러한 연구는 문제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아동복지서비스의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험처

치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정이 없다면 통계분석결과는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를 더 가져오는 것

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 방법은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치가 결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처치를 받을 확률, 즉 경향점수를 고려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선택편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다(민

경석, 2008; 안서연, 2008; 정선 ㆍ정익중, 2011a, 2011b; Hong & Yu, 2008). 그러나 경향점수 가

중치 적용방법이 선택편의를 제거해 줌으로써 보다 내적 타당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학대 아동의 사회생활 적응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학대 아동이 학교적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또래관계,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선택편의를 줄이는 동

시에 피학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또래관계와 아동복지

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하여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

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즉, 서비스 예측요인을 확인하고, 경향점수를 사용하여 피

학대 아동이 비슷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으로 만들어 둔 뒤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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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향을 완화시키고 피학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1) 피학대 아동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 여부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이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  배경

1. 피학  아동의 학교 응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는 학업성취, 학교규범,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정ㆍ염동문, 2012; 안은미ㆍ이지연ㆍ정익중, 2013; 

Bolger & Patterson, 2001a; Cicchetti & Toth, 2005; Shonk & Cicchetti, 2001; Slade & Wissow, 

2007). Shonk와 Cicchetti(2001)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에 해당하는 229명의 아동 중에서 학대

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신고된 경험이 있는 146명과 신고된 경험이 없는 83명의 학업성

취도를 조사한 결과, 피학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lade와 Wissow(2007)는 미국청소년건강연구(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에 참가한 중․고등학생 형제․자매 1,77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

대가 성적, 교사와 또래관계, 숙제하기, 학교 출석 등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는 심각한 학대를 경험할수록 낮은 성적을 받거나 숙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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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동학대가 교사와 또래관계, 학교 출석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im과 Cicchetti (2010)는 학대를 경험한 215명의 아동과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20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향을 종단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는 

아동학대가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아동은 성장하면서 또래에게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김미정과 염동문(2012)의 연구에서

는 아동학대 경험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적응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서학대

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학업성취와 교사관계,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

은 학교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익중(2008)은 빈곤 아동 90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를 살펴보았는데, 피학

대 아동은 증가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그리고 감소한 인지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집단으

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청소년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서학

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안은미 외(2013)의 연구에서도 정서학대가 또

래애착과 교사애착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선행 연구

에서는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는데 여기에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등이 고려되었다(김순규, 2007; 김혜성ㆍ김혜련ㆍ박수경, 2006; 신성자, 2001; 조

은정, 2012, 2013; Slade & Wissow, 2007). 먼저, Slade와 Wissow(2007)는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 수입, 부모의 결혼 상태, 부모 학력, 인종, 아동의 

연령과 성별, 출생 시 저체중, 그림 어휘력 검사를 통한 성취도 수준, 가족구조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연구결과에서는 인종이나 그림 어휘력 검사를 통한 성취도 수준이 학업성취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은정(2013)은 사회적 지지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향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 학년, 가족구조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연구결과

에서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성별, 학년, 가족구조 등이 모두 학교적응에 향을 미쳤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성별과 학년만이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요인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김순규(2007)는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 가구구조, 부부 불화, 소득 등을 투입하 는데 성별과 소득이 피학대 아

동의 적응유연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아동학대는 학교적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

인 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학대 아동 중에서 일부의 아동은 학

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적으로 학교적응을 한 경우도 있다. 이에 다음은 피학대 

아동이 학교적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못한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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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래 계가 피학  아동의 학교 응에 미치는 향 

   보호요인은 아동학대와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의 부정적 향들을 완화하고 긍정적 결

과를 유도하는 개인 혹은 환경적 특성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가족 외 관계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김순규, 2007; 조은정, 2012; Collishaw 

et al, 2007; Haskett et al., 2006; Sagy & Dotan, 2001; Perkins & Jones, 2004). 이 중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 외 요인 중 또래관계와 피학대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조은정, 2013; Bolger et al., 1998; Criss, Pettit, Bates, Dodge, & Lapp, 2002; Ezzell, 

Swenson, & Brondino, 2000; Perkins & Jones, 2004; Schwartz et al., 2000). 예를 들어, Bolger 

외(1998)는 학대로 인해 신고된 적이 있는 아동 107명과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 107명을 대상으

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 연구를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나 특별한 우정 등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향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는 깊은 우정이나 

상호 간의 우정은 학대받은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수용 능력,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등

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지속적인 학대를 받거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iss 외(2002)는 5살 아동이 있는 585가정을 대상으로 

또래 수용과 우정이 심각한 신체학대와 학교에서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는

데 또래 수용과 우정은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Perkins와 Jones(2004)는 12~17세의 신체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 3,281명을 대상으로 친

구의 특성이 위험 행동과 성장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반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위험 행동을 주로 하는 또래 친구들은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그러

나 피학대 아동 중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건강한 

행동을 하는 또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사하 는데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692명을 대상으로 또래지지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조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신체학대를 제외한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또래지지

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의 선행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

적인 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김혜성ㆍ김혜련ㆍ박수경, 2006; 조은정, 2012; Bolger et al., 

1998). 이와 관련하여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 이외에 다른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기 위해 Bolger 외(1998)는 추가로 교사와 또래 친구에게 피학대 아동의 내재화와 외

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게 하 다.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달리 깊은 우정이나 상호 간의 

우정은 학대받은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은정(2012)이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4~6학년 아동 692명을 대상으로 또

래지지가 피학대 아동 485명과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 207명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도 또래지지는 두 집단 모두의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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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  아동의 학교 응에 미치는 향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Ungar 외(2013)는 캐나다에서 개인적 요인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환경

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받았던 13〜21세 청소년 497명을 대상으로 서비

스 이용 패턴이 반사회적 행동, 학교적응, 지역사회 참여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이용 개수는 반사회적 행동, 학교적응, 지역사회 참여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받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묻는 서비스 이용 만

족도는 반사회적 행동, 학교적응,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에서 서비스의 양보다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Saewyc와 Edinburgh (2010)는 성학대나 성착취를 경험한 12〜15세 여아를 대상으로 가

출 중재 프로그램(Runaway Intervention Program)이 학교 유대감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는 성학대나 성착취 경험이 있는 68명의 여아가 전반적으로 학대 경험이 없는 

12,775명의 여아에 비해 학교 유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 중

재 프로그램을 경험한 여아들은 긍정적인 발달을 보여주었고, 12개월 이후에는 학대 경험이 없는 

여아와 학교 유대감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Perkins와 Jones(2004)의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비행 행동에 부정적 향을 미쳤지만, 학업성취나 타인을 돕는 행동에 긍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유사하 는데 박래석(2009)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25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의 위험요인과 적응유연

성과의 관계에서 통합적 서비스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결과에서는 통합

적 서비스가 적응유연성에 분명한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위험요

인과 적응유연성 관계에서 통합적 서비스는 꼭 필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 다. 또한 김미숙

(2013)의 연구에서도 신체학대를 경험한 초등학교 5학년 여아를 대상으로 모래 상자치료를 주 1

회씩 20회를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력과 또래관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피학대 아동이 받았던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관

련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산출하 지만, 공변인의 등분산성 가정 등을 충족시

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택편의의 향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정선 ㆍ정익중, 2011a). 즉, 

학대 문제가 많으면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택편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중회귀분석을 본 연구에 적용하 을 때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문제를 더 가져오는 것

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향점수 방법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경향점수 방법은 처치(treatment)가 결과(outcome)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는 데 있어 처치를 받을 확률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의 예측 요인을 확인

하고, 경향점수를 사용하여 피학대 아동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이용

할 가능성으로 만든 이후에 분석하면 순수하게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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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은 경향점수 분석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등을 고려하 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Wu 외(2001)는 9〜17세 사이의 아동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장애가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인구학적 요인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동의 성별, 아동의 우울 수준, 아동의 정신건

강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정신건강을 위한 부모의 약물 사용 등은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ajendran와 Chemtob(2010)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 의뢰된 전국적인 아동과 청소년 복지조사(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NSCAW) 자료에서 312명의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높은 수준의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 아동 방

임 등이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의 심각한 정신건

강문제, 가족폭력, 인지적 손상 등은 높은 수준의 가족 지원서비스 이용과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Cheung 외(2009)는 우울하고 자살 경향이 있는 15〜24세 청소년 5,64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 적정성, 청소년의 연령, 지역적 차이, 

12살 아래의 자녀의 수 등의 가족요인, 청소년의 우울, 자살, 불안, 알코올 남용, 만성적인 건강상

태 등을 투입한 결과, 우울, 자살의 동시 발병, 만성적인 건강 상태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미국의 전국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6-11세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과 어머니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본 Pfefferle와 Spitznagel(2009)는 아동의 행동

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 아동의 기능장애,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부족한 정신건강과 양육부담, 

의료보험 가입기간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편, 국내에서 

정신건강문제의 잠재성을 가진 취학 아동의 양육자 14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사회재활서비스의 

이용의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 여부,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여부,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기술훈련과 행동치료 이용의향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숙ㆍ민소 , 2005). 그리고 정선 과 정익중(2011a)은 경향점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복

지서비스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복지서비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 요인, 가구 요인, 청소년 요인,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을 고려하 다. 연

구결과에서는 가구주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취업 지위, 가구구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건강

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거주 지역,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행 수준이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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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대부분의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아동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경향점수 가중

치를 위해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차, 4차, 7차년도 자료를 사용

하 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되는 종단자료로서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어 대표성이 높은 패널이라 할 수 있으며, 가구자료, 가구

원 자료, 부가자료로 구성된다. 부가자료는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의 3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년도에 하나의 주제가 조사되는데 아동부가 조사는 2006년 1차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2009

년도 4차년도에 2회째 조사되었고, 2012년도에 3회째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와 아

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06년도(1차년도)와 2009년

도(4차년도) 그리고 2012년도(7차년도) 아동부가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 다. 또한 가구자료와 가

구원 자료를 함께 결합하여 부모와 가구 특성을 파악하 다. 2006년도 아동부가 조사에 응답한 

아동은 759명이었고, 2009년도 아동부가 조사에는 612명이 응답하 으며, 2012년도 아동 부가조

사에 응답한 아동은 512명이었다. 이 중에서 2006년도(1차년도)와 2009년도(4차년도) 그리고 2012

년도(7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아동 중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한 번이라도 경험

한 적이 있는 아동 344명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아동학대의 유병률(prevalence)

은 같은 전국 규모의 조사라 하더라도 학대의 정의와 표집방법, 조사방식 등에 따라 최소 10.4%

에서 최대 79.8%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박정란ㆍ서홍란, 2001). 본 연구의 학대 경험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아동, 부모, 학교, 그리고 가구 요인을 통제변수로 구성하 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1) 종속변수 : 학교적응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학교적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7차년도 아동부가 조사에서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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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사용하 는데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이 즐겁다', '배우고 있는 대부분 과목을 좋아한다', '

선생님을 존경한다' 등의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Cronbach’s α = .765(7차)이었다. 

2) 독립변수 :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이다. 분석을 위해 7차년

도 아동부가조사와 가구조사에서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 자료를 사용하 다.

 

  (1)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서울아동패널(2005)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는데 문항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

는 편이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에 대한 Cronbach’s 

α = .856(7차)이었다.    

  (2) 또래지지

  또래지지는 서울아동패널(2005)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는데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

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

답 방식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또래지지에 대한 Cronbach’s α = .783(7차)이었다.    

  (3)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로서 아동을 주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서비스는 학교,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

동센터, 교회 등에서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제공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해 아동이 응답한 문항과 

부모가 응답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문항은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서 12문항과 가구

조사에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의 빈도가 '전혀 없는' 것을 제외하고,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문항을 사용하 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으로는 아동이 응답한 경우, '고

민 및 문제 상담, 또래집단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진학이나 취업 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 1

박 이상의 캠프 및 수련 활동, 견학 및 체험 활동, 자원봉사' 등이고, 부모가 응답한 경우, '예체

능 교실, 문화 활동'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서비스를 받았다(=1), 

받지 않았다(=0)로 이루어지는데 아동이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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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변수 설명 분석자료

종속변수     학교적응              9문항, 4점척도 7차 아동부가

독립변수

    또래애착              4문항, 5점척도 7차 아동부가

    또래지지              4문항, 4점척도 7차 아동부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10문항, 

  아동복지서비스 경험 유(=1), 무(=0)
7차 아동부가

통제변수

아동
요인

   성별              남(=0), 여(=1) 7차 아동부가

   연령                     - 7차 아동부가

자아존중감             10문항, 4점척도 7차 아동부가

 우울·불안             14문항, 3점척도 7차 아동부가

  공격성             19문항, 3점척도 7차 아동부가

   위축              9문항, 3점척도       7차 아동부가

   비행              6문항, 3점척도 7차 아동부가

학교
요인

  학교성적              4문항, 5점척도 7차 아동부가

부모
요인

   연령                    - 4차 가구원

   학력          대졸 이상(=1), 대졸 미만(=0) 4차 가구원

 취업여부            취업 유(=1), 무(=0) 4차 가구원

 알콜의존             10문항, 5점 척도 4차 가구원

 부부폭력                  1문항 4차 가구원

가구
요인

 가구원수                    - 4차 가구용

 가구구조           양부모(=1), 해체가정(=0)  4차 가구용

 가구소득
저소득가구(=1): 중위균등화소득 60%미만

비저소득가구(=0): 중위균등화소득 60%이상
4차 가구용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유(=1), 무(=0) 4차 가구용

건강이 좋은
가구원 비율

   건강이 좋은 가구원/전체 가구원수 4차 가구용

17세 이하의 
 형제 유무

        17세 이하 형제(=1), 무(=0) 4차 가구용

 거주 지역 서울, 광역시(=1), 시, 군, 도농복합군(=0) 4차 가구용

가족갈등대처             5문항, 5점 척도 4차 가구용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0)으로 구분하 다. 또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하기 

위해 아동이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합한 서비스 개수를 변수로 사용하 는데 총점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표 1> 변수 구성  

3) 통제변수 : 아동 요인, 학교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요인 

7개, 학교 요인 1개, 부모 요인 6개, 가구 요인 8개로 통제변수를 구성하 다. 여기서 아동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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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 요인은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 고, 부모와 가구 요인은 4차년도의 가구자

료와 가구원자료를 사용하 다. 학교 요인 중에서 교사관계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한

국복지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되었다.

  (1) 아동 요인  

  아동 요인은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 는데 아동의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

울·불안, 공격성, 위축, 비행 등으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는데 문항은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Cronbach’s α = .870(7차)이었다.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의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오경자 외(1998)가 우리

나라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표준화한 행동평가척도(K-CBCL) 중에서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등의 1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와 같은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

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불안에 대한 Cronbach’s α = 

.862(7차)이었다. 

  공격성은 K-CBCL 중에서 ‘말다툼을 자주 한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동물을 잔인하

게 다룬다’ 등 공격성에 관한 19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와 같은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에 대한 Cronbach’s α = .881(7차)이었다. 

  위축은 K-CBCL 중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등의 9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와 같은 3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위

축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위축에 대한 Cronbach’s α = .819(7차)이었다. 

  마지막으로 비행은 K-CBCL 중에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어 정규분포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 으므로 문항 중에서 '가출한다', '집 밖에서 남

의 물건을 훔친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다', '물건이나 시설을 부순다', 등 비행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되는 6문항을 선정하 다. 그리고 6문항을 모두 합하여 비행 유(=1)와 비행 무(=0)

로 더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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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요인 

  학교 요인은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 고, 학교 성적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성적

은 '국어 성적', '수학 성적', ' 어 성적' 등 4문항으로 측정되는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성적에 대한 

Cronbach’s α = .847(7차)이었다. 

  (3) 부모 요인 

  본 연구에서 부모 요인은 4차년도 가구 자료와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 는데 부모의 성별, 연

령, 학력, 취업 유무, 알콜 수준, 부부폭력, 부모 우울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부모 학력은 ‘대졸 

이상(=1)’, ‘고졸 미만(=0)’으로 구분하 다. 그리고 취업 유무의 경우,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에 대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 근로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 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 유(=1)로,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는 취업 

무(=0)로 코딩하 다. 그리고 다시 부와 모 중에서 1명이라도 취업을 했을 경우는 취업 유(=1)로,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취업 무(=0)로 코딩하 다. 알콜 의존은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사용하 는데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

한 ‘해로운 음주 행동의 역’, ‘알콜 의존의 역’, ‘위험한 음주’ 등 3개의 하위요인과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알콜 의존에 대한 Cronbach’s α = .797(4차)이었다. 부

부폭력 경험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은 1

문항을 선정하 다. 이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내용으로 ‘모욕적, 악의

적인 이야기를 경험함’이고, ‘비해당’, ‘전혀 없음’, ‘1-2번, ’3-5번‘, ’6번 이상‘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부모 폭력 경험에 대한 Cronbach’s α = .552(4차)이었다. 그리고 부모의 우울은 우울 척도 

CESD-11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이 문항들은 지난 1주일 동안 ‘식욕이 없음’, ‘상당히 우울’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 우울에 대한 Cronbach’s α = .883(4차)이었다. 

 

  (4) 가구 요인

  가구 요인은 4차년도의 가구자료를 이용하 는데 가구원 수, 가구 구조, 가구 소득, 국민기초

생활 수급 여부, 거주 지역,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17세 이하 형제 유무, 가족 갈등 대처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구 구조는 가구자료에서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양부모 가정(=1)’과 

‘해체 가정(=0)’으로 구분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균등화 소득 6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가구(=1), 이상인 가구를 비저소득가구(=0)로 구분하 다. 또

한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여부와 기초 보장 수급 형태를 합쳐

서 해당(=1)과 비해당(=0)으로 구분하 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나 광역시(=1)’와 ‘시, 군, 도농 복

합군(=0)’으로 구분하 다.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은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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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체 가구원의 수를 나누어서 산출하 다. 각 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의 경우, ‘건강하다(=1)’로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하지 않다(=0)’로 구분하 다. 

17세 이하 형제 유무는 ‘17세 이하 형제가 있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로 구분하 다. 

그리고 가족갈등 대처는 ‘가족원간 의견 충돌이 잦은 경우(역문항)’, ‘가족원간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역문항)’, ‘가족원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갈등 대처 방법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갈등 대처에 대한 Cronbach’s α = .810(4차)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 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 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데 최종 로짓 모델을 이

용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 고, 경향점수에 역수를 취하여 가중치를 구하 다. 셋째,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경향점수를 통

해 산출된 가중치를 표집 가중치(sampling weight)를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

막으로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를 비교하 다.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은 실험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을 고려하여 선택편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

를 받을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아동복지서비스를 받을 조건이 아동복지서비스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상 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빈도는 <표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또래애착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20점(SD=.73)이었고, 또래지지

는 4점 만점에 평균이 2.30점(SD=.44)으로 또래애착과 또래지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는 12점 만점에 평균이 1.65점(SD=1.54)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피학대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서비스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서비스

의 이용 유무의 경우는 아동의 70.3%(242명)가 아동복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 지만, 

29.7%(102명)는 아동복지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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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빈도(백분율)

독립
변수

또래애착    3.20(.73)     0     4   -1.04   1.51 

또래지지    2.30(.44)     0     3   -.08    .67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

       유 242(70.3)         무 102(29.7)

아동복지서비스 개수    1.65(1.54)     0     7    .76   -.13 

종속
변수

학교적응     2.11(.40)     0     3   -.66   1.43 

통제
변수

아동 성별        남 190(55.2)          여 154(44.8)

아동 연령    16.84(.88)    15    19   -.05    .97

자아존중감     1.87(.49)     0     3   -.20    .49

우울·불안      .35(.34)     0       2   1.28   1.36

공격성      .20(.25)     0     2   2.20   6.46

위축      .33(.36)     0     2   1.41   2.00

비행        유 36(10.5)          무 308(89.5)

학교 성적     2.96(.90)     1     5    .07   -.31

부모 연령   43.38(4.18)    32    59    .13   1.01

부모 학력
 부 대졸이상   89(31.6)

    고졸이하  193(68.4)  

    모  대졸이상  60(20.5)

        고졸이하 232(79.5)

부모 취업 여부
 부 취업 유   248(72.1)

    취업 무      6(1.7)

    모  취업 유  191(55.5)

        취업 무    12(3.5)  

부모 알콜 의존      .67(.53)     0     2    .65    .22

부부 폭력 경험      .40(.65)     0     3   1.87   3.47 

가구원수     4.16(.93)     2     8    .44    .90

가구 구조  양부모 가정  255(25.0)       해체가정   85(75.0) 

가구 소득  저소득 가구   93(27.0)  비저소득 가구  251(73.0)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수급 가구   55(16.0)    비수급 가구  289(84.0) 

건강이 좋은 가구원 비율      .94(.14)     0     1    -2.45   5.95 

17세 이하 형제 유무        유 259(75.5)          무 84(24.5) 

거주 지역   서울,광역시 158(45.9)   시,군,도농복합군 186(54.1)

가족갈등대처     4.20(.53)     2     5     -.90   1.58

해당하는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은 3점 만점에 2.11점(SD=.4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 학교적응 등의 주요 변수 중에서 연속 변수의 왜

도(절대값<3)와 첨도(절대값<10)가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표 편차), 왜도, 첨도, 빈도(백분율)

  주요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다중공선성의 진단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변

수 간에 대부분 r = .62 이하의 상관을 보여주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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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표 3> 참조). 이에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아

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성적,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 서비스 이용 유무는 학교적응과 정적(+)으

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반면 아동의 우울, 공격성, 위축 등은 학교적응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16**   1

3 -.01 -.15**   1 

4 -.01 -.02 .29** 1

5 -.01 -.02 .05 .09   1

6  .06 -.26** .13* -.04  .02  1

7 -.06  .01 -.17** -.51** -.01 .03  1

8  .08 -.06 -.01 -.07 -.02 .13* .06   1  

9  .04  .02  .05 .06 .06 -.01 -.05 -.42**   1

10  .02  .03  .12* .08 .02 -.10 -.10 -.25**  .62**   1  

11  .01  .02  .02 .12* .06 -.05 -.10 -.41**  .64** .54**   1

12 -.01 -.00 -.03 -.11 -.01 .11 .16** .37** -.16** -.20** -.26**   1

13  .03  .00  .02 -.04 .03 .06 .07 .12*  .02  .04 -.06  .02   1

14  .04 -.04 -.02 .00 -.03 .11* .04 .24** -.08 -.05 -.16**  .07 .62**   1

15 -.01  .09 -.02 -.04 .02 -.12* -.04 .02 -.00  .03  .02  .18** .01  .10   1

16 -.01  .00 -.03 -.06 -.01 .12* .06 .44** -.23** -.35** -.27**  .43** .16**  .21** .14**  1

주: 1. 아동연령, 2. 부모연령, 3. 부부 폭력 경험 4. 알콜 의존 5. 가구원수, 6. 건강비율, 7. 가족갈등대처 8. 자아존
중감, 9. 우울, 10. 공격성, 11. 위축, 12. 학교성적, 13. 또래애착, 14. 또래지지, 15.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 16. 

학교적응 *p<.05, **p<.01

2.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종속변수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로 

하고, 독립변수로 아동 요인, 학교 요인, 부모 요인, 가구 요인 등을 포함한 모델의 적합성은 전

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44.062, p<.003). 또한 분류표를 통해 살펴 본 모형의 적합도

는 예측도가 7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근거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학교 성적은 p<.001 수준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유의하게 정적(+)인 향을 미쳤는데 이는 

학교 성적이 높아질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odds)이 2.028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부부 폭력 경험은 p<.05 수준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부부 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524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부 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부부 관계가 좋고, 자녀를 더 챙기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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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Wald   Exp(b)

아동
요인

7차 아동 연령  -.011   .167    .004    .989

7차 아동 성별  -.012   .316    .001    .988

7차 자아존중감  -.076    .367    .043    .927

7차 우울⋅불안  -.027   .682    .002    .974

7차 공격성   .557   .923    .365   1.746  

7차 위축   .063   .585    .012   1.065

7차 비행 유무  -.815   .608   1.800    .443

학교
요인

7차 학교 성적   .720   .195   13.650***    2.055

부모
요인

4차 부모 연령   .002   .043    .001   1.002

4차 부모 학력  -.205   .380    .291    .815

4차 부모 취업 유무   .852  1.162    .537   2.344  

4차 부모 알콜 의존   .435    .320   1.849   1.545

4차 부부 폭력 경험  -.646   .299   4.673*    .524

4차 부모 우울   .196   .454    .187   1.217

가구
요인

4차 기초생활 수급(수급=1)  -.431   .675    .408    .650

4차 저소득층여부(저소득=1)   .835   .509   2.692   2.306

4차 가구원수   .407   .217   3.515   1.503 

4차 17세 이하 형제유무(유=1)  -.910   .446   4.169*    .402

4차 건강이 좋은 가구원 비율 -2.677  1.701   2.477    .069

4차 거주지역(서울, 광역시=1)  -.139   .310    .200    .871

4차 가구 구조(양부모=1)  -.485   .496    .958    .615

4차 가족갈등대처  -.876   .304   8.275**    .417

                상수  3.807  4.320    .777  45.020 

       Model χ²                        χ²=44.062(p=.003)                df=22

       Nagelkerke R²                            R²=.208

아동복지서비스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갈등 대처는 p<.001 수준에서 아동

복지서비스 이용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갈등 대처가 높을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갈등 대처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확률이 낮은 이유는 가족갈등 대처가 낮을수록 사회복지기관에 발견되어 우선순위

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7세 이하의 형제 유무도 p<.05 

수준에서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7세 이하의 형제가 있는 경우가 17

세 이하의 형제가 없는 가구에 비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요인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대 피해 아동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아동간의 변량이 적은 이유(limited 

variance)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 으며 경향점수에 역수

를 취하여 경향점수 가중치를 구하 다. 경향점수 가중치는 피학대 아동 중에서 아동복지서비스

를 이용한 집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상당 부분 조정하여 두 집

단을 동질하게 만들어 주었다. 

  

<표 4> 피학  아동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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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적응
  경향점수 가중치 미적용

          (n=283)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n=277)

변수      b     β      b     β

독립변수

7차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081     .094      .100     .119*

7차 또래애착     .076     .144*      .081       .152*

7차 또래지지    -.009    -.010     -.004    -.005

통제변수

7차 아동 성별(여=1)     .028     .036      .056      .070

7차 아동 연령    -.028    -.064     -.021    -.046

7차 자아존중감     .254     .312***      .221     .269*** 

7차 우울⋅불안     .060     .051      .015       .013

7차 공격성    -.338    -.205**     -.327    -.189**

7차 위축     .016     .015      .037     .032

7차 비행 유무(비행=1)    -.297    -.194     -.337    -.257*** 

7차 학교 성적     .088     .201***      .101     .228***

4차 부모 연령     .003      .029      .004     .038

4차 부모 학력     .085     .085      .087     .088

4차 부모 취업 유무(취업=1)     .066     .022      .114      .042

4차 기초생활수급(수급=1)    -.114    -.081     -.114    -.075

4차 저소득층여부(저소득=1)     .034     .034      .026     .023

4차 가구구조(양부모=1)     .005     .005      .009     .008

4차 가족갈등대처    -.033     -.057     -.048    -.078

    상수 1.544**   1.370**

     F          9.294***          10.037***

  Adj. R²           .346            .371

3. 래 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과 후의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6 참조). 먼저, 투입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VIF 계수는 1.088-2.450으로 모두 2.5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의 문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p<.05 이하 수준에서 또래애착이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

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피학대 아동

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후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또래애착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서비스도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애착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이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래 계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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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는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과 후 유사하게 자아존중감, 학교 성적이 

정적(+)인 향을 미쳤고, 공격성이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나 학교 성적이 높아질수록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행 유무만 경향

점수 가중치 적용 후에 학교적응에 부적(-)인 향을 미쳤는데 이는 비행 경험이 있는 피학대 아

동이 비행 경험이 없는 피학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위해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과 후의 또래관계

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가중치 적용 전과 후 

모두 또래애착과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에 모두 정적(+)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그리고 앞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을 

통해서 표준화 회귀계수(β)와 유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래 계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학교 응에 미치는 향(표 5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임)

                             학교적응

   경향점수 가중치 미적용 
          (n=283)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n=277)

     b       β       b      β

독립변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      .038      .146**       .042      .162**

또래애착      .070      .132*       .074      .140*

또래지지     -.009     -.010      -.004     -.005

       F             9.761***            10.515***

    Adj. R²              .359              .383

*p<.05, **p<.01

Ⅴ. 결론

  피학대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라는 대체공

간에서의 성공과 적응은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교적응은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이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경험할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를 사용하 다. 또한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에 기초한 결과와 다중회귀분석에 기

초한 결과를 비교하여 선택편의 제거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또래애착, 또래지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가 피

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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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졌지만 또래지지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유무는 학교적응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는 경향점수 가중치 사용 전과 후의 

결과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과 학교 성적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높

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관계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또

래애착이 높아지거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

다. 그리고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보다 가중치를 적용 한 후 또래애착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의 표준화 회귀계수(β)와 유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도 

가중치 적용 전과 후 모두 자아존중감과 학교 성적이 높아질수록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이 높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을 

경험한 피학대 아동이 비행을 경험하지 않은 피학대 아동에 비해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또래애착은 피학대 아동

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또래지지는 학교적응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피학대 아동의 또래애착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한 결과는 

또래와의 깊은 우정이나 상호 간의 우정이 학대받은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수용 능력, 사

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지속적인 학대를 받거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

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한 Bolger 외(199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또래지지가 학교 적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결과는 조은정(2013)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학대 아동이 학대로 인해 공격성 등의 외현화된 

문제 행동이 많아져 또래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없게 되고, 소외되거나 배척을 당한다고 한 정익

중(2008), Bolger와 Patterson (2001b)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는데 본 연구의 경우, 피학대 아동의 

또래지지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 학교적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결과에서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또래지지와 같은 외부의 유형적인 도움

과 원조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래애착과 같이 자신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편의가 제거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

하지 않은 집단 간 학교적응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제변인

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 즉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피학대 아동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최대한 동질하게 조정하기 위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 을 때, 두 집

단 간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피학대 아동 집단의 학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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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수준이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피학대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를 사용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는 변수용ㆍ황여정ㆍ김경근(2011)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방과후 학교 참여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경향점수 매칭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 경향점수 사용 전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참여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부적(-)인 향을 

미쳤지만, 반면 경향점수 사용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 다. 또한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불안, 

우울, 위축, 공격성 등에 부적(-)인 유의한 향을 미쳤지만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후 통계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선 과 정익중(2011a)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방법은 선택편의에 의한 왜곡을 최대

한 줄여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상황에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으로 기존 연구보다 높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피학대 아동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가 많아질수록 피학대 아동의 학

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와 같은 아동의 위험요인과 적응유연

성의 관계에서 통합적 서비스가 긍정적인 향을 한다고 보고한 박래석(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 다. 또한 Perkins와 Jones(2004)가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피학대 아동의 비행 행동에 부정적

인 향을 미쳤으나 학업성취나 타인을 돕는 행동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다. 그리고 Ungar 외(2013)의 연구에서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묻는 서비

스 이용 만족도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유사하

지만 서비스 이용 개수가 학교적응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달리 비실험설계나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단일집단 전후 

비교 형태를 적용하 기에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선택편의에 의한 왜곡을 제거한 연구결과와 비교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관찰연구에서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방법은 인과적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이 경험하

고 있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할 때 선택편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선택편의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

한 분석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방법의 

유용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정선 ㆍ정익중, 2011b). 또한 본 연구는 아동복지서비스가 피학

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향점

수 가중치 적용 방법을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가 선택편의와 횡단적 분석에 의한 비실험연구로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지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히기 위해 또래애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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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피학대 아동의 또래지지는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또래애착은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학대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또래애

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피학대 아동이 자신 스스로가 또래 친구들과 안정적인 애착 관

계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즉, 학대로 인해 피학대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불안정하거나 혼란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급 내 담임교사가 아동 행동 변화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인기 있는 또래와 짝 지워주는 방법(peer-pairing) 등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 해

당 아동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정익중ㆍ박현

선ㆍ구인회, 2006). 이를 위해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담

임교사가 아동학대의 증후나 후유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학대

가정의 대안적 공간이 되어 제대로 보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가 피학대 아동에게 주

요한 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어야 한다(정익중, 2008). 이를 위해 담임교사나 학교 내 상담전문인

력(상담전문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접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

야 한다. 담임교사나 학교내 상담 전문인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팀 접근’을 통해 피학대 아

동의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또래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전체 사례관리 계획 하에서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전문교사 등의 상담 전

문 인력을 통해 아동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또래 상담(peer counselling)이나 긍정적인 또래 

동맹(peer alliances)을 맺기 위한 전략, 사회적 갈등 해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또래 중재(peer 

mediation) 전략 등으로 구성된 또래애착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상담 이외에도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편의를 제거함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 이

용은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민 상담, 또래

집단 프로그램, 방과 후 교실, 진학이나 취업 상담, 견학이나 체험학습, 자원 봉사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이용 개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피학대 아

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또래집단 프로그램, 진로, 문화 활동 

등 학교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2년 신고 사례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상담서비스 60,688건

(43.2%), 일시보호서비스 50,187건(35.8%), 심리치료서비스 9,687건(6.9%)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피학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

러므로 앞으로 피학대 아동에게 개입할 때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이 정신건강 역에 직접적

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학대 아동이 대부분 학령기 아동임을 고려할 때 학교적응에 

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함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이 피학대 아

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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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집단 간에 존재하

는 인구학적 특성 등의 혼재 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동복지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대한 반 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 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상 4차년도 자료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누락된 변수(예: 사회복지

시설의 접근성 등)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누락된 변수들을 추가한 연구

가 이루어져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개수만을 고려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보다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한 풍부한 함의를 끌어내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이용 

횟수나 기간, 질적 수준, 만족한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정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중요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사관련 변수들이 한국복지패

널조사에서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키지 못하 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교사지지나 교사애착 등도 

피학대 아동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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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Child Welfare Servic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Children: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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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of child welfare service on school adjustment of abused children. This study utilizes the first, 

fourth, and seventh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KWPS).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344 children who experienced child abuse at least once in the first, fourth, and seventh 

waves. On the average, the more serious problems abused children have, the more frequent 

children use welfare services. Thus, this study adopted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to 

reduce the distortion of the results from the selection bias. The study confirms different 

statistical results betwe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The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er attachment had positive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experiencing child abuse. However, peer supports and 

experiences of child welfare services ha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proved that experiences of child welfare 

servi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of abused childre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methods to improve peer attachment and to expend child welfare services for 

abused children were discussed. 

Key word : child abuse,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peer relationships, child welfare  

              service, school adjustment, abus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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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델을 이용한 국어성취도 변화 탐구

An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Students’ Korean Achievement

라종민(국민대학교) 

김재철(한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1~7차 자료 중 1, 4, 7년

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국어성취도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또한 국어성취

도 변화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 

4, 7차 년도자료에는 1차 표본의 학생들이 759명, 4차 609명, 7차 521명으로 나타났으나 결측값

을 고려하여 최종 472명의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성취도의 평

균은 1차, 4차, 7차년도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변수는 초기값에는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울기에는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변수가 다르게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I. 이론  배경

공공기관의 책문성이 강화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정의

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할 수 있다 (이병기, 2012). 학업성취에 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수로는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학교활동, 아동의 심리상태(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

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 그리고 사교육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 학업성취에 대한 중

요성 때문에 사교육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실효성과 공과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

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상경아·백순근, 2005).

 학업성취에 여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부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떠나 

학습자로써 스스로 학습과제나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나 가정, 도서관 등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기주도 학습활동은 학교수업참여보다 

학업성취에 덜 효과적이나 사교육 시간보다는 효과적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조혜 ·이경상, 

2005).  

 수업태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 수업은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조혜 ·이경상

(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각 과목별 학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사교육 시간과 공부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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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에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렇듯 인지적 학업성치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교과목에 대한 흥미와 같은 정의적 성취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곽수란, 2006; 황정규, 1988).  

 아동의 성취도를 특정 시점의 대하여 일회성으로 평가하면 특정시점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

에 대하여 단편적 정보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의의 성취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어떠한 요인들이 아동의 성취도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

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의 따른 아동들의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이해와 아동들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외부요소들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 검증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I. 연구방법

1. 표본자료  분석 로그램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아동 1차, 4차, 7차 자료를 사용하 다. 1차 표본의 학생들은 759명, 4

차 609명, 7차 52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4차, 7차의 자료 중 결측값

(missing value)을 listwise로 제거한 후 487명의 국어성적성취도 자료를 사용하 다. 하지만 국어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학교생활을 포함한 후 결측값을 고려한 최종 표본의 수는 472명

이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학교생활의 즐거움’,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한 선호도’, ‘선생님을 존경함’, ‘수업태

도’, ‘숙제를 해가는 정도’, ‘선생님 지시를 따르는 정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 ‘친구의 답안

지를 본적이 있는 정도’, ‘허락없이 교실에서 나간 정도’등의 문제로 측정된 학생의 학교생활 양

식을 외성변수로 고려하 다.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1-4까지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학생들의 국어성적은 표준화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성적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모형

한국복지패널 1, 4, 7차년도의 국어성적성취도에 관하여 국어성취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초기값을 모두 1로 고정하 고, 변화율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측정간격이 동일하여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 1, 2로 코딩하 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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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국어성적 1 1 5 3.60 0.92 -0.18 -0.37

국어성적 4 1 5 3.38 0.94 -0.32 -0.10

국어성적 7 1 5 3.23 0.95 -0.12 -0.33

학교생활 1 16 36 29.11 3.63 0.02 0.70

학교생활 4 11 30 21.94 2.58 -0.65 1.23

학교생활 7 12 36 28.32 3.43 -0.17 1.41

[그림 1] 잠재성장모형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를 통해 

잠재성장모델에 가정을 하고 있는 다변량 정규성을 검사하려는 시도를 하 다. 개별 변수의 정규

성은 왜도와 첨도를 사용하여 검사하 는데 검사기준은 Kline (2005)이 제시한 기준(왜도의 절댓

값 3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는 절댓값 8~10보다 작아야함)과 (Lei & Lomax, 2005)이 제시한 보수

적인 접근방법(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기준을 2 또는 3으로 보는 관점)을 사용하 다. 이들 기준

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별변수가 정규성을 다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표 1>은 

국어성적은 초기 3.60을 시작으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적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학생생활의 평균은 1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가 다소 떨어졌다가 7차년도에 다시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개별변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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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지수 기준 값 적합도 지수 결과

 P> .05 12.07 부적합

df 4

RMSEA  .08 .06 적합

CFI  .90 .98 적합

/df 1 ~ 5 3.02 적합

<표 2>는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 전 하위관찰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상관관계값이 .8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관찰변수는 서로 간에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초기 국어성적 1과 학교생활 1의 상관관계가 이후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상관

관계보다 높다는 것이다. 

<표 2> 개별변수 기술통계량 

① ② ③ ④ ⑤ ⑥

국어성적 1 ① 1.00

국어성적 4 ② .40** 1.00

국어성적 7 ③ .26** .38** 1.00

학습생활 1 ④ .44** .28** .19** 1.00

학교생활 4 ⑤ .21** .26** .12** .21** 1.00

학교생활 7 ⑥ .19** .22** .33** .25** .27** 1.00

*  p < .05, ** p < .01

2. 잠재성장 모형

<표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부합지수

(Tucker-Lewis Index: TLI),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를 

사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 다. CFI, TLI, GFI, NF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

가한다 (Bentler & Bonett, 1980; Hu & Bentler 1999;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표 3> 잠재성장모형 합도 지수

<표 4>는 잠재성장모형에 사용되었던 변수들의 효과크기를 제시해주고 있다. 초기값과 기울기

에 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은 초기값에는 정적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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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평균값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을 하면 1차년도의 학교생활의 값은 .60, 4차년도의 학교생활은 .23, 7차년도의 학교생활은 .06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울기에 관해서는 1차년도와 4차

년도는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7차년도는 기울기에 양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탔다. 또한 

학교생활은 초기값의 변량을 약 39%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울기에는 51%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초기값과 기울기는 1차의 국어성적성취도를 47%, 4차년도 국어성적성취도를 37%, 7차년도 

국어성적성취도를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미래역량 총 효과크기

경로
추정(Estimate) 표준

오차
(S.E)

t 값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국어성적 1 ← 초기값 1.00 .65

국어성적 4 ← 초기값 1.00 .63

국어성적 7 ← 초기값 1.00 .62

국어성적 1 ← 기울기 0.00 .01

국어성적 4 ← 기울기 1.00 .26

국어성적 7 ← 기울기 2.00 .51

초기값 ←
학교생활 1

.10 .60 .01 9.74**

기울기 ← -.03 -.53 .00 -5.13**

초기값 ←
학교생활 4

.05 .23 .01 3.70**

기울기 ← -.06 -.16 .01 -1.59

초기값 ←
학교생활 7

.01 .06 .01 1.07

기울기 ← .03 .45 .00 4.33**

* p < .05 ** p < .01

주: *는 1%, **는 5% 내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냄

IV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국어성취도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에 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의 

향을 구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종단적 관

점에서 국어성취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

활의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

의 학교생활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이 올라갈수록 교

과 역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변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Coleman보고서 (Coleman, Campbell, Hobson, Mcpartland, 

Mood, Weinfed, & You가, 1966)를 시작으로 만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가정변인

(부모의 소득과 교육, 직업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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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국어성취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하 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학교생활‘ 변수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예측변수를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다른 변수들의 결측

값으로 인해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로 사례수가 작아진다. 본 연구의 또다른 한계

점은 학생들의 국어성취도 측정도구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어성취도 측정은 근본적인 한

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생들의 국어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한 것이 아니라 학

생들 스스로 자신의 성취수준을 물어본 것으로써 학생들의 국어성취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와 보다 많은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국어성취도

를 반 하거나 또는 적은수의 학생들의 국어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베이지안 성장모델을 적용

할 필요성이 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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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학 가 청소년의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원 사활동의 조 효과

                                              조호운▪서수현*(Auburn Univ.)

                                              강종구(한일장신대학교)

                                              김정일(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한 

‘2012년도 부가조사’ 자료 중 부모학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무응답으로 반응한 청소년 

382명을 제외하고 149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었고, 1학년 59명

(39.6%), 2학년 57명(38.3%), 3학년 33명(22.1%)이었다. 본 연구가 사용한 측정도구는 한국복지패

널 자료 중 2012년 부가조사에서 제시된 척도이며, 부모학대(.767)와 학교적응(.752)이었고, 조절

효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명목척도를  더미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

에 미치는 향을 어떠한가이고,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자원봉사활

동이 조절 효과를 갖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가 청

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자원봉사활동이 조절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부모의 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이론적 근거를 

통해 모형을 세워 분석을 시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부정적 가족환경인 부모학대로부터 

시작되는 부정적 향을 완화시켜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는데 있다. 또한 자

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이 부모학대로 상담적 개입이 요구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초를 제시하 다는데 있다. 

* 교신저자 : suhsuhy@auburn.edu

Dept. of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 Counselling Auburn university, A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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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 론

청소년들이 가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는 사회적 학습의 장인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김옥

분, 2001).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좁은 의미인 교과과정의 편성에 따른 교과 수업을 통해서 학업성

취를 이룩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친구,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규칙을 학습해 간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학교적응은 다가올 성인기는 물론 총체적 삶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의 요구

에 따라 학생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창조

적 과정이다(Danielsen, 2009).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이면 학교생활에서 찾아오는 각종 스

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조절 능력이 생기지만(송희원, 2010),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면 시간

이 점차 지남에 따라 비행, 범죄 등과 연루되면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상황이 된다면 청소년의 개인적 삶의 자립에 막대한 향이 가해질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

에서도 미래의 복지비용, 교정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박창남, 도종수, 2003;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9)의『2009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학교 만족도는 40.3%에 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접촉하는 환경이 학교

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수치는 거의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201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의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 고, 심지어 10%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자살 충

동에 이르기도 하 다. 이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상

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기는 신체적 변화, 독립요구의 증가, 가정 밖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소원해지는 반면, 아직은 부모에 의존해 있는 상태로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며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현, 2008; 송운용, 

곽수란, 2006; 신나나, 도현심, 2000).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변인을 요인을 청소

년의 학교적응의 원인변인으로 보고 있다(권용준, 김 희, 2011; 조호운, 김 희, 2011). 그중에서

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학대와 학교적응 간의 

인과적 관계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동기 연령이 청소년기 연령과 겹치기 때문에 아

동기 자체에 청소년이 포함된 개념이고, Smith, Ireland, 그리고 Thornberry(2005)가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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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청소년들은 아동들에 비해 부모가 자신들에게 학대를 할 경우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학

령기 아동들보다 연구가 더 적은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김재엽과 양혜원(1998)이 청소년들은 

전체 아동기 부모학대발생의 최대 45%를 차지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가 대부분인 것으로 제시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학대를 살펴보아야 하는 당위

성을 주고 있다.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향을 준다고 여러 연구

들은 말하고 있다. Giant와 Vartanian(2003)는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아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

성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높은 공격성, 대인관계의 어려움이고 극단적으로는 사망에까지 이

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학대는 대물림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후의 성인기에 반사회

성 성격특질을 지니기도 한다고 말하 다. 청소년기는 특히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예민한 시기라서 부모로부터 받는 모독적인 말이나 무시, 폭행 등은 청소년의 개인의 내면적 문

제 뿐 아니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거나 친구와 

다투며, 심지어 비행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Rowe & Eckenrode ,1999). 

Donovan와 Brassard(2011)은 421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내재적인 면

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 다. 그 결과, 부모의 언어적 학대가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남학생

의 경우 우울증, 불량행동, 또래 괴롭힘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여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갖는 증상에 더하여 자아존중감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either와 Johnson(1997)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대 경

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현저하게 낮았다. Curtis(1963)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로

부터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자녀에게 학대 및 폭력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학교폭

력 등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서 폭력적인 부부관

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현재 시점으로서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미래인 부부관계에 까지도 악 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주의적인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친

사회적 특성들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구

조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하 다(박금자, 이경혜, 2002; 이미숙, 2010; 신원우, 2011; 

Poulin, Brown, Dillard, & Smith, 2013). 특히 몇 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의 학

교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하 다. 장덕희, 이명록, 양점도(2011)는 청소년의 자원봉사경험 요인 중 

자발성과 지속성이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 다. 허성호와 정태연

(2010)도 학교적응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도덕성 발달, 사회

적 책임감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향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이 갖는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긍정적 향을 주어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의 참여, 학교 내에서의 솔선수범 

등의 의미 있는 행동적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원태, 

2001; 김나 , 2004, 박가나, 2009). 이는 청소년들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발달적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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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속한 사회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청

소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인 학교에서의 긍정적 적응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

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인과적 관계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완충적 역할을 탐색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조절효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들을 중심(박금자, 이경혜, 2002; 신원우, 2011)으로 하 다. 따라

서 조절효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부모학대를 완충하는 역할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몇 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들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원인 변인

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성을 지닌 조절변인이 투입되면서 이 부정적 원인 변인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Sagy와 Dotan(2001)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왔다 

할지라도 청소년 개인이 가진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있을 경우 부모학대로부터 얻게 되는 학교적

응의 부정적 결과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2013)도 청소년의 스

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청소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조절 역할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김형준과 이광모(2010)의 연구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컴퓨터 이용시간에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뒤 결과를 도출하 다. 그 결과에서, 자원봉사활동

을 많이 한 집단이 하지 않거나 적게 한 집단 보다 컴퓨터 이용시간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이 달라졌다. 이 연구의 구조 자체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즉, 부정적 변인이 긍정 변인에 미치

는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 하나의 근거는 

홍 수(2010)의 연구 결과이다. 홍 수(2010)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향에 있어

서의 자기존중감의 효과를 살펴보았고, 조절효과로서의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학대를 경험했다 할

지라도 아동의 우울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규희(2007), 김선숙과 안재진(200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은 그 특성상 이타적 성향에 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에

게 중요한 환경인 가정 내에서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만 이를 자원봉사활동이 부모의 학대를 다소 완충시켜 학교적응의 낮춤 정도를 늦추는 효

과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고 결과에 걸맞은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제2  연구방법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학대이며, 종속변수는 학교적응이다. 조절변수는 자원봉사활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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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은 학년이다. 

〔그림 1〕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

       

                           

통제변수

학년

2. 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 중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5형)’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 다. 

이 데이터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 가구 약 30,000가구를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확률비례로 

추출되었고,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 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조사를 완료하 다.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

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중위 소득 

60%이하인 저소득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을 추

출하 다. 7,072가구가 최종패널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2012년도 부가조사’ 자료에서 전체 521명의 데이터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모

학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무응답으로 반응한 청소년 382명의 데이트를 제외하고 나머

지 149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하 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조사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었고, 1학년 59명(39.6%), 2학년 57명(38.3%), 3학년 33명(22.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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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부모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부모학대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2012년 부가조사에서 제시

된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항은 최초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 중 7번 문항의 신뢰도가 현

저하게 낮아 이를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7개 문항을 활용하 다. 각 문항은 리커트 형 5점 척도

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 1번 문항은 부모학대 경험에 대해 ‘전혀 없었음’으로 되어 있어 이

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삭제하 으며, 나머지 2점에서 5점의 점수를 다시 2점을 1점으로, 3점을 

2점으로, 4점을 3점으로 5점을 4점으로 바꾸어 사용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가 심함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

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

은 말을 하 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바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

을 하 다’,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

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부모님은 내가 불량 오락실에 출입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의 신뢰도는 .767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교 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2012년 부가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적응문항을 활용하 다. 이 척도는 최초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8번 

문항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시킨 뒤 최종적으로 8개 문항을 활용하

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7번과 9번 문항은 역점수 처리하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학교생활이 즐겁다’, ‘내가 배우고 있

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나는 수업태도가 좋

은편이다’,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가는 편이다’,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학교를 그

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수업이나 자율학습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로 구

성되어 있고, 이 척도의 신뢰도는 .752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

본 연구는 조절효과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2년 

부가조사에서 제시한 자료 중 G섹션 26문항 중 소문항 ‘카’에서 제시한 ‘자원봉사활동 및 환경보

호관련 활동’을 활용하 다. 문항은 경험여부(1, 있다, 2, 없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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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인이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더미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 는데, ‘있음’을 1번으로, ‘없음’을 

0번으로 하 다. 

 4) 통제변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학대 이외에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한다(김재

엽, 이동은 정윤경, 2013).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오로지 ‘학년’만 제시하고 있

어서 이를 통제변인으로 제시하 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세워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

한 2012년 부가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 으며, 심각한 결측을 제외한 나머지 결측치는 포함

된 상태에서 SPSS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신

뢰도와 기술통계를 구하 고,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 으며, 마지막으로 조

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효과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구축하여 이 두변인의 상호작

용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으로 이루

어진 상호작용의 구축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통해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이는 우종필(2012)이 주장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을 

구축하는데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중심편향 및 다중공선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가 필요하다. 이 평균중심화는 원래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수치들을 나타내는데, 이 

방법은 상호작용항 구축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을 자원봉사활동이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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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연구결과

1. 각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적응의 평균은 2.982, 부모학대는 1.862,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1.68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 기본가정인 정규분포를 확인한 결과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각 측정변인들의 기수통계 결과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적응 149 2.982 .391 -.536 .329

부모학대 149 1.862 .894 1.624 2.347

자원봉사활동참여 149 1.68 .466 -.802 -1.375

2. 각 측정 변인들의 상 계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적응과 부모학대는 r=-.305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

고, 학교적응과 자원봉사활동은 r=.260, 그리고 부모학대와 자원봉사활동은 r=-.124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즉, 학교적응과 자원봉사활동 간에는 정적관계로 나타난 것이고, 학교적응 및 자원봉사활

동과 부모학대 간에는 부적관계가 확인되어 예측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표 2> 각 측정변인들의 상 계 결과표

변인 학교적응(1) 부모학대(2) 자원봉사활동(3)

부모학대(2) -.305**

자원봉사활동(3) .260** -.124** 1

# 자원봉사활동 : 1=있음, 0=없음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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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학 와 청소년의 학교 응 계에서 자원 사활동의 조 효과 검증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학대와 통제변인인 학년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추가하여 조절변인인 자원봉사활동과 부모학대와 자원봉사활동

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시켰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원점수에서 각 평균을 뺀(centering) 점수

를 사용하거나 혹은 각각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전환하여 사용하는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

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Frazer, Tix, & Barron, 

2004)이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을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에 활용하

다. 

분석결과, 단순회귀법이 적용된 Model 1에서 대상자들의 학년이 통제된 상황에서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β= -.305(p<.001)의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8.1%이었다. 

즉,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다. Model 1

의 변인에 추가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부모학대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분

석결과, 통제변인인 학년은 Model 1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 고, 부모학대 β= 

-.187(p<.05), 자원봉사활동은 β= .273(p<.01)의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학대는 

Model 1에 비해 그 값이 .118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자원봉사활

동의 조절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부모학대와 자원봉사활동의 상호작용항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β= .249(p<.01)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부모학대를 조절하여 학교적응을 완충하는 것이 확

인된 것이다. 즉, 부모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47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표 3> 부모학 와 청소년의 학교 응 계에서 자원 사활동의 조 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통제변수
상수 -.009 .117 .084 .114

학년 .004 .059 .006 -.035 .057 -.047

독립변수 부모학대(A) -.331 .086 -.305*** -.204 .089 -.187*

조절변인
자원

봉사활동(B)
.289 .045 .273**

상호작용 A×B .315 .103 .249**

F 7.465** 8.713***

R2 .093 .196

Adj R2 .081 .173

***p<.001,**p<.01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에 자원봉사활

동의 조절효과를 명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를 제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수준을 높음과 낮음으로 하 을 때, 자원봉사활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부모학대에서 비롯되는 학교적응의 부정적 증가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원봉

사활동이 부모학대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완충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2> 부모학 가 청소년의 학교 응에 미치는 향에 한 자원 사활동의 조 효과 

학교 응 

높음

학교 응 

낮음

부모학  낮음 부모학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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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논의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향과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부모학대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활동이 부모학대와 

학교적응의 인과적 관계에서 조절효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대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기는 발달적으로 자율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빈도 또한 많아지는 시기여

서 부모의 향에서 점점 벗어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의 향 아래에

서 부모로부터 많은 향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시기이다. 부모로부터 받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는 다른 시기보다 심리적으로 더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적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

구들이 주장해온 바이다. Wilson(2009)은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울에 빠

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하는 등의 심리적 부작용을 이끌어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물론 비행, 극단적으로는 자살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 하 다. 김혜성 등(2006)과 Denaray와 Malecki(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 을 뿐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고,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면서 결국엔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위협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해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청소년이 포함된 아동학대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2012)에 의하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1,368건, 7,611건이었고 이

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81.2%를 차지하 다. 이러한 수치는 10여 년 전인 2002년부터 지

금까지 80%를 웃도는 지수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홍 수, 2010).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 

중 86.9%가 가정 내이고, 친부모로부터의 학대 경우가 79.7%, 그리고 이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로 학교관련 부적응 문제가 10.9%를 차지하고 있다(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012). 이는 결국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향을 주

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의 심각성은 예전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부적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

에게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없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가정 내 부모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들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 다. 그 중 대표적인 접근은 윤혜미(1997)가 자신의 연구에서 밝

힌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기법이나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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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과 부모교육이 가정 내에서의 부모학대를 다소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청

소년에 대한 부모학대를 다루는 상담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갈등해결 

양식과 정서적인 장벽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정한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에 의해 개입을 받아야 한다는 가정이 있는 듯하다. 또

한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으로 부모교육은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잘 유지되어오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여전히 부모의 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반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의 학교현장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과 그 부모를 동시에 진단하

고 개입하기란 우리나라의 여건상 아직까지는 어려운 실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즉, 부모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향에서 조절효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부모학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향의 관계에서 비록 후속적 접근이기는 하지만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내재적 어려움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학교 부적응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이타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타인 및 사회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서 개인의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가치 등을 높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재엽 등(2013)이 밝힌 결과와 맥락 

차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은 우울이 높아진다는 구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조절하여 청소년이 갖는 우울의 증가폭을 줄

이는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모학대를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청소년들에게 부정

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

서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 고,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하 다.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 내에는 청소

년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 다. 후속연구

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으로 향을 주는 원인 변인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또 다른 원인 변인, 즉,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자

원봉사활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검증해 본다면 청소년 교육 및 상담현장에 좀 더 유익한 정보

를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부모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부모학대를 경험하

지 않은 청소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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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and self-esteem: A longitudinal analysis 

Hyemee Kim(I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re are two competing models expla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y ar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and the scar model.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explains that low self-esteem poses as a risk factor for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depression while the scar model asserts that the experiences of 

depression scars the cognitive function of individuals, resulting in negative self-perception. 

This study was set out to test two models on Korean adult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 The first four waves (wave 1~4)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WPS) was used for analyses, an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The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onship 

was reciprocal, one affecting the growth trajectory of another over a four year period. 

Ⅰ. Introduction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mental health problems experienced by individuals of all 

age groups, and is also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in Korea (Park and 

Kim, 2011). As of 2011, the number of people with depressive symptoms in need of interventions was 

estimated to be over two million with 6.7 percent lifetime prevalence ra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2012). An ever increasing trend in population suffering from depression is alarming 

as consequences of depression are quite severe from loss of productivity to death. In fact, Korea ranks 

rather high in suicide rates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suicide rate has increased nearly 150 

percent over 15 years,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published by the OECD(2011). Posing as a 

potential threat with consequences weighing heavily on society,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ve devoted 

much attention to understanding underlying causes and mechanism leading to depression. 

A large portion of depression literature have been dedicated to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or potentially lead to depression and/or depressive symptoms. Among many 

factors, self-esteem has particularly received attention as it represents individuals' cognitive function that 

strongly influences one's likelihood of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Baumeriste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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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 Kahng, 2009; Choi, 2011; Kim, S. 2012). In other words, low self-esteem functions a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depressive symptoms (Orth, Robins, & Roberts, 2008). An abundant 

amount of literature also exists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arguing that self-esteem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depression (Roberts & Monroe, 

1992; Choi, 2003; Jeon and Kahng, 2009; Kwon, 2011; Kim and Kahng, 2011; Choi, 2011). 

However, some scholars have raised questions as to whether depression is truly an outcome of one's 

low self-esteem, and proposed the idea that low self-esteem may be the outcome of depressive 

symptoms, instead.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car hypothesis (Lewinsohn, Steinmetz, Larson, and 

Franklin, 1981), the hypothesis posits that individuals who have previously experienced depressive 

symptoms/depression is left with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damaged self-concept, namely 

self-esteem, and this eroded self-esteem remains even after depressive episodes are remitted.   

While literature pertaining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have accumulated over the year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yet remains enigmatic. Studies successfully 

test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wo are plenty though a large of them are based on cross-sectional 

data, limiting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ffects another over the course of time. Several 

longitudinal studies have also been performed abroad (McGrath and Repetti, 2002; Ormel, Oldehinkel, 

and Vollebergh, 2004; Abela et al., 2006; Orth et al., 2008; Orth et al., 2009; Bohon et al., 2012) 

and in Korea (Choi, 2011; Chung and Choi, 2013; Kim and Choi, 2013), yielding different results. 

For example, Orth, Robins, and Roberts (2008) in their stud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ound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self-esteem affects depression. However, McGrath and Repetti 

(2002) reported that children's negative self-perception was reinforced by depressive symptoms, a 

finding consistent with the scar hypothesis. Studies conducted on Korean sample, however, delineate a 

different picture. Though only less than a handful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they 

commonly report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indicating that self-esteem and 

depression produce effect on each other, self-esteem increasing depression and depression spontaneously 

eroding self-esteem (Choi, 2011; Chung and Choi, 2013; Kim and Choi, 2013). Choi in his study of 

adolescents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self-worth (positive aspect of self-esteem), 

and self-deprecation (negative aspect of self-esteem) using auth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found 

that the effect among three variables was reciprocal each predicting the level of others in the 

following years. However, findings from these studies carry several limitations in that they are first, 

conducted within single developmental period. Choi (2011) and Kim and Choi (2013)’s studies are 

focused on adolescents while Chung and Kim (2013) examined the relation among the old ag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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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is a common mental health problem faced by individuals of all age groups,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this relation appears across lifespan. In addition, these studies failed to examine how 

individual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may be related to the change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limiting the findings' applicability in practice.

This study thus seeks to explore the mechanism underlying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specifically self-esteem in a wider range of age groups, ranging from individuals over 19 years of age 

and older.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how individuals' different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ir trajectories. By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along with other demographic factors, the findings may provide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theories addressing depression. The findings also may yield clinical 

implications by providing empirical ground for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interventions with 

individuals experiencing depressive symptoms.  

Ⅱ. Theoretical Framework

1.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Self-esteem can be defined as the regard one holds for the self (Roseberg, 1979). According to 

Beck(1967), individuals suffering from depression tend to have a negative self-schema perceiving 

oneself as less worthy. Such negative perception is often understood as a causal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and this is the basic assumption of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asserts that low self-esteem predisposes individuals to depression, and 

thus, those who have low self-esteem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depression over their lifespan. 

Such argument is well supported by findings from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For 

example, Hwang and Kim (2008) in their study of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dentified self-esteem as an important predictor and the mediator of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nd 

Cho (2010) in her study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also yielded supportive finding that self-esteem 

function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ir depression level. Suh, Shing, and Yang (2012)’s study on 

young adolescents also reported that self-esteem was a predictor of their depression level. Similar 

findings have also been reported in longitudinal studies. For example, Kwon’s study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behavior and depression reported that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oth the intercept and the slope of depression trajectories, indicating that having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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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predicted the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such effect has lasted over a three-year period. 

Despite the supporting evidence from previous studie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is supported as the majority of these studies were not set out th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rather, such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assumption of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However, a recent study by Cho and Kim (2010) provides a more lucid 

description of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Cho and Kim (2010)’s study was 

design to verif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nd they found that adolescents with 

high self-esteem tended to experience lower level of depression over four year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model can be also found in studies conducted abroad (Bohon et 

al., 2008; Orth, Robins, and Roberts, 2008; Orth, Robins, Trzesniewski, Maes, and Schmitt, 2009 

;Kuster, Orth, and Meier, 2011). For example, Bohon et. al’s study (2008) on adolescent girls yielded 

findings consistent with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with girls with negative self-perception  

developing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over a three year period. In fact, Swislo et al. (2012)’s 

meta-analysis on literature investigating the topic concluded that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is more 

strongly tested than other assumptions such as the scar model.

2. The Scar Model

It is well known that depression and its symptoms often prevent individuals from engaging in 

normal social activities and more than often, lead reduced social contact with the world. In other 

words, depressive symptoms scar the individual’s social function that inevitably may cause subsequent 

depression. In the same aspect, experiences of depression can also lead to damaged or scarred 

cognitive function, specifically self-esteem. The associated symptoms may produce or reinforce various 

cognitive and/or behavioral biases which in turn lead to shaping of negative perception of the self, 

hence the low self-esteem. The scar model in this sense, is an alternative model to explain the causal 

relation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explained earlier, depression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damages individuals’ cognitive functions and such scar persists even when depressive 

symptoms are no longer visible. 

According to Beevers et al. (2007), relative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scar 

hypothesis, and even fewer when it is linked to self-esteem and depression only. However, a majority 

of these studies have failed to demonstrate the causal relation supporting the scar model. Instead, 

extant literature speaks against the model, either only supporting the vulnerability model or simply 

reporting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 postulated by the hypothesis. Despite the evidence again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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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 hypothesis, Orth and Robins (2013) argue that both the vulnerability model and the scar model 

must be tested as the two models are not mutually exclusive. In other words, the causal relation may 

be reciprocal, having effect on another. Low self-esteem may increase depression while depression 

erodes self-esteem and such process may operate simultaneously, and this reciprocal relationship needs 

to be examined more in depth. Orth et al. (2009) also explained that the weak evidence for the scar 

model may be due to the limitation of previous studies as the majority have devot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among th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hil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may be more 

supported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ccording to Orth et al. (2009), the relationship may be 

reversed in old age with depression affecting self-esteem. In fact, Orth et al.(2009)’s argument was 

supported in a recent study by Kim and Choi (2013) as they found a significant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supporting both models among the aged. 

This study thus attempts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individuals across the adult life span, ranging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2] What a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growth trajectori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To address the questions, the following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Figure 1> Research Framework

- 59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Ⅲ. Methodology

1. Data

The data used for analyses are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KWPS),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Social and Health Affairs in conjunction with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a longitudinal study with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families and 

individuals in respect to service needs,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 and behavioral health status, and childhood experiences. For this study, the 

first four waves (2006~2009) were utilized with a total of 14,613 individuals who are 19 years and 

older at wave 1. 

2. Measures

(1) Depression

Depression was measured using the 11-item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Cho & Kim, 1993; Radloff, 1977). The CES-D measures a range of 

cognitive, affective, motivational, and somatic self-rated symptoms and is a reliable measure for Korean 

samples (Lee, 2004). Respondents were asked to indicate how frequently they experienced the 

symptoms such as “feeling depressed and “loss of appetite” within the past week on a zero (rarely, 

less than once a week) to three (most of time, more than six days a week) scale. 

(2) Self-esteem

Self-esteem was measured using the ten-item Korean version of Rosenberg Self-Esteem Scale (Jeon, 

1974; Rosenberg, 1965). Respondents are asked how often they feel about statements such as “I feel 

that I am a person of worth” and “I am a failure” on a four-point scale, ranging from one (never) to 

four (always). 

(3) 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and marital status were included for analyses. For marital status, a binary variabl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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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with categories of unmarried and married.

(4) Socioeconomic variables

Two variables, education and income were included as socioeconomic variables. Education was also 

created as a binary variable with two categories of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and ‘high school 

or above education’. For income, a binary variable was also used to distinguish those below the 

poverty line(1) from those at or above the poverty line(0). 

(5) Other control variables

Satisfaction with ①family relationship and ②social relationship was also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based on previous studies reporting relationships among relationship variable, self-esteem, and 

depression. Satisfaction is measured by asking respondents how satisfied they are with the relationship 

they share with their family, and also with social relationships. The scale ranges from one (very 

dissatisfied) to five (very satisfied). In addition, health status was included to control the effect of 

health status. Health status was measured by presence of chronic illness at wave 1.

3. Analyses

To test the reciprocal relation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LGCM] was used.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is a useful analytic tool to investigate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variations in change over time (Kaplan, Kim, and Kim, 2009) and 

is deemed appropriate to examine the reciprocal 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it can provide 

information on how one affects another over the course of time.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stated above, several steps were taken. First,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modeled separately. Second, the model was again specified with two parallel processe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growth factors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Third, the parallel processes of 

two variables were examined accounting for individuals’ various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age, 

marital status), socioeconomic variables (education, income), and other variables potentially related to 

both self-esteem and depression (health statu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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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 Descriptives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utilized in the current research model are shown in Table 1. 

As shown, there are more women(54.5%) than the men(45.6%) in the sample, and the majority of 

them were under the age of 65 years(66.3%) at wave 1. Over a half of the sample was also married 

with 66.3% of the respondents reported of being married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2006.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also had education level of high school or above (57.6%), and nearly 60% of 

the individuals were either at or above the poverty line.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ed to have 

one or more chronic illnesses was 35.2%. Overall, the respondents reported to be satisfied with 

relationships they share with their families and individuals from social networks, with the mean scores 

both above three in the scale of one to five. The mean scores of self-esteem over the four year 

period show a small decline in that the mean score at wave 1 was 3.031(sd=.498) while it increased 

though in small increment, to 3.058(sd=.488) at wave 4. The mean scores of depression show a 

different trend as the scores tend to decline over the years beginning with the mean score of 

10.737(sd=11.042) at wave 1, dropping nearly one point by wave 4 (M=9.281, sd=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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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 M SD

Gender at wave 1
Men 6,660 45.6

Women 7,953 54.4

Age at wave 1
<65 9,692 66.3

65 and Older 4,921 33.7

Marital Status at 

wave 1

Unmarried 4,931 33.7

Married 9,682 66.3

Education at wave 1
<high school 6,197 42.4

High school or above 8,416 57.6

Income at wave 1
Below poverty line 5,882 40.3

At or above 8,731 59.7

Health at wave 1
No Illness 9,468 64.8

 Illness 5,145 35.2

Family

Relation at wave 1
3.782 .775

Social  Relationship 

at wave 1
3.536 .768

Self-esteem

Wave 1 3.031 .498

Wave 2 3.032 .519

Wave 3 3.066 .494

Wave 4 3.058 .488

Depression

Wave 1 10.737 11.042

Wave 2 10.668 10.665

Wave 3 9.574 9.745

Wave 4 9.281 9.620

 

2. Baseline Models

 Before the parallel processes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rajectories are examined, the 

baseline model for each variable was estimated using three different trajectories from no-growth model, 

linear model, to quadratic model. For the self-esteem model, the linear model was supported yielding 

the best model fit with χ2=122.987, df=5, p<.05, CFI=.990, IFI=.990, and RMSEA=.040. As presented 

in Table 2, the mean intercept was 3.029, with variance of .115 both being significant from zero 

(p<.001), indicating significant individual variations in the intial level of self-esteem across the sample. 

The mean linear slope of .011 suggests that the level of self-esteem increased over four years, and the 

slope variance of .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p<.001) also shows that meaningful individual 

variations in self-esteem trajectory. A negative intercept-slope covariance was observed (p<.05), 

indicating that individuals who had a high level of self-esteem at the baseline had slower linear 

growth than those who had lower self-esteem.  

The result of the depression baseline model is also presented in Table 2. For depression model, the 

linear growth model was supported with better model fit indices of χ2=65.652, df=5, p<.05, CFI=.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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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Variance

Model Fit

Mean Variance Mean Variance (df) CFI IFI RMSEA

Self-esteem
3.029

(.004)***

.115

(.003)***

.011

(.002)***

.005

(.001)***
-.002*

122.987(5)**

*
.990 .990 .040

Depression
10.866

(.087)***

61.872

(1.466)***

-.542

(.034)***

3.387

(.260)***

-6.96

3***
65.652(5)*** .994 .994 .029

IFI=.994, and RMSEA=.029. The mean intercept was 10.866 with variance of 61.874 and bot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Significant individual variations were observed at the wave 1 of 

depression trajectory. The mean linear slope was a negative value of -.542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nce, indicating that the trajectory overall decreased over time with individual variations being 

observed in the trend. In other words, the level of depression decreased over a four year period 

among Koreans. The intercept-slope variance was -6.963(p<.001), indicating that the depression level 

decreased more gradually for individuals with low depression at the baseline than those with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able 2> Results of the baseline models for self-esteem and depression

*p<.05, **p<.01, ***p<.001

3. Self-esteem and Depression: A parallel process

To address the first question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rajectories was examined and the result is illustrated in Figure 2. The model yielded adequate model 

fit with  of 2527.791(df=22), p<.001 with IFI, CFI of .927 and RMSEA of .08. The initial level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growth for both depression and self-esteem, congruent 

with the findings from each baseline model. As for the path from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to 

change in self-esteem trajectory, the finding shows that the initial level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change in self-esteem (β=-5.467, p<.001) which suggests that those with higher initial level of 

depression predicted a lower increase of self-esteem over time. Given that the self-esteem trajectory is 

on an increase, this finding supports the scar hypothesis that those who experienced depression may be 

less likely to develop a healthier concept of the self over time. 

Interestingly, the initial level of self-esteem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change 

of depression (β=-3.084, p<.001). A negative association was observed, indicating that the lower 

self-esteem at wave 1 predicted a lower decrease of depression over time. In other words, while 

depression level is on a decreasing trend for Koreans over four years, those with low self-esteem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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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ial level tends to have a slower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level. This finding supports the 

vulnerability model that low self-esteem is in fact a potential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depression, and that a high regard for the self may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Furthermore, the intial level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associated, indicating that those with lower self-esteem tended to be more depressed at wave 1.

<Figure 2>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growth trajectories 

4.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elf-esteem growth trajectories.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be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conditional model was tested with demographic, socioeconomic, relationship, and other control 

variables. The model yielded an adequate fit with  of 2832.957(df=55), p<.001 with IFI, CFI of 

.959 and RMSEA of .57. The result is presented in Table 3.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growth trajectories remain significant even after 

individuals’ demographic, socioeconomic, relationship, and health variables were controlled, suppor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initial level of self-intercep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lope of depression trajectory (Β=-3.582, p<.001) and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also successfully predicted the change in self-esteem over time (Β=-4.724, p<.001). 

Individuals’ characteristics, however, were differently associated with both the intial level and the 

growth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For example, gender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Β=-1.119, p<.001) as well as the growth trajectory of depression(Β=-.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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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indicating that while men reported to be less depressed at first, their depressive symptoms 

decreased at a slower rate than wome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observed at the initial level of self-esteem(Β=.017, ns) though men’s self-esteem increased at a slower 

rate than the women over the years. Age on the other hand, was not associated with the growth 

trajectory of depression 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t the initial level as well as the 

trajectory over the next three years. Age, however,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the intercept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that the older individuals tended to have lower self-esteem(Β

=-.058, p<.001) and their self-esteem increased at a slower rate than the younger individuals over four 

years(Β=-.394, p<.001). Being married was an important predictor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at 

wave 1, as the married individuals reported of being less depressed(Β=-.128, p<.001) and having a 

higher regard for the self(Β=.051, p<.001). Those who were married also predicted faster decrease of 

depression level over the time(Β=-.128, p<.001), indicating that being married may be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velopment and/or maintenance of depressive symptoms. However, marital status did not 

predict the change in self-esteem(Β=-.009, p>.05).

Being educated also protected individuals from depression(Β=-.053, p<.001) as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was lower for those with high school and above education than less education, though the 

effect seemed to be less visible over the years. The depression level showed slower decline compared 

to a relatively faster rate of change among the less educated(Β=.213, p<.05). However, for self-esteem, 

being educated was associated with having higher self-esteem at intercept(Β=.137, p<.001) and 

increasing self-esteem over the years (Β=.491, p<.001). In other words, the self-esteem level among 

those with high school or above education increased at a faster rate than those with less education(Β

=.491, p<.001). Income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depression level(Β=.204, 

p<.001) that those who were below poverty line exhibite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and it predicted 

slower decline in depression level(Β=.238, p<.001), indicating that the poor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e depressed at the intercept and their depression level declined at a slower rate than the non-poor 

individuals who demonstrated a sharp decrease in depression over four yea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verty i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growth trajectory that individuals exposed to poverty are 

more vulnerable to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depression. Low income is also associated with a 

lower level of self-esteem(Β=-.133, p<.001). It also predicted the change in self-esteem(Β=.215, 

p<.001). It was initially expected that it may be associated with a slower increase in self-esteem, 

however, as unexpected, the poor individuals’ self-esteem accelerated at a faster rate than their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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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relationship variables,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was found to b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s of both depression(Β=-.210, p<.001) and self-esteem(Β=.341, p<.001), 

and predicted slower decline in depression level(Β=.415, p<.001) and faster increase in self-esteem 

trajectory(Β=.668, p<.001). This finding suggests that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may be an 

important buffering variable protecting individuals from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having strong social ties and being satisfied with such relations also increases 

their self-perceptio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lower initial depression(B=-.289, p<.001) and self-esteem(B=.249, p<.001) indicating that those who are 

satisfied with relationships they share with their family members tended to be less depressed and hold 

higher regard for themselves. However,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 not seem to 

last over the years as it did not predict changes in neither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growth 

trajectories. Lastly, having chronic illnes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predictor for both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as those with illness reported to be more depressed(Β=.215, p<.001) and 

have negative perception of self(Β=-.159, p<.001). The depression level was also found to decline at a 

slower rate among those with chronic illnesses(Β=.190, p<.001), indicating that illness poses as a risk 

for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depressive symptoms. As for self-esteem, however, an unexpected 

finding was yielded that a sharper increase was observed in self-esteem growth trajectory for those 

with chronic illness(Β=.179, p<.01) than those without chronic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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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growth change

Paths

Depression Self-esteem

Intercept Slope Intercept Slope

B(S.E)  β B(S.E) β B(S.E) β B(S.E) β 

Gender
-1.578

(.154)***
-.098

-1.119

(.149)***
-.285

.012

(.007)
.017

-.060

(.008)***
-.408

Age
.010

(.007)
.022

-.006

(.005)
-.059

-.001

(.001)***
-.058

-.002

(.001)***
-.394

Marital Status 
-1.683

(.166)***
-.100

-.527

(.139)***
-.128

.051

(.007)***
.071

-.001

(.008)
-.009

Education 
-.862

(.215)***
-.053

.840

(.188)***
.213

.095

(.010)***
.137

.073

(.012)***
.491

Income 
3.176

(.172)***
.204

.946

(.166)***
.238

-.093

(.008)***
-.133

.032

(.009)***
.215

Health 
3.601

(.196)***
.215

.777

(.177)***
.190

-.114

(.009)***
-.159

.028

(.010)**
.179

Family Relation 
-2.663

(.111)***
-.259

.066

(.097)
.026

.110

(.005)***
.249

-.008

(.006)
-.089

Social Relation
-2.176

(.107)***
-.210

1.054

(.118)***
.415

.152

(.005)***
.341

.064

(.009)***
.668

Self-esteem 

Intercept

Covariance 

–1.489(.031)***

-17.343

(1.370)***
-3.048 -

-1.167

(.102)***
-5.430

Depression 

Intercept
-

-.875

(.063)***
-3.582

Covariance 

–1.489(.031)***

-.044

(.004)***
-4.724

Ⅴ. Conclusion

This study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does self-esteem cause depression? or does depression 

cause low self-esteem?” As both depression and self-perception are closely related to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 of individu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being one of the most hazardous public 

health concerns in Korea, it was deemed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Though a considerable amount of international literature has 

provided empirical grounds for such relationships, less than a handful of studies have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Korean samples. Cho and Kim (2010), Choi (2011), Chung and Choi (2013), and 

Kim and Choi (2013) are the only studies the author was able to locate in Korean literature and 

though their contributions are limitless as they pioneered the depression-self-esteem studies in Korea, 

they still carry some limitations. First, all of these studies were performed on individuals within a 

single developmental period, providing information limited only to specific age groups being 

investigated. Second, they failed to account for individuals’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may be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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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 This study was thus conducted with an aim to 

first, test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and the scar hypothesis on Korean individuals of a wider 

age group, and second, to identify potential factors that may be related to this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 To address these research agenda,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utilized for analyses and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seline models were estimated for depression and self-esteem trajectories separately. The 

depression growth trajectory was linear and changing in a negative direction, indicating that the 

depression level of Koreans as a group was on a decreasing trend from 2006 to 2009. Self-esteem’s 

growth trajectory was also linear changing in a positive direction, demonstrating a continuous increase 

in the level of self-esteem over the four year period. Second,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and the 

scar hypothesis were tested by estimating a paralle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trajectories. The findings show that both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at intercept successfully 

predicted the change in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suppor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re specifically, the initial level of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self-esteem, indicating that the experiences of depression/depressive episodes at wave 1 led 

to a slower increase in self-esteem compared to individuals who were less exposed to depressive 

symptoms. This finding supports the scar hypothesis that the experiences of depression damages 

self-concept, eroding self-esteem overall. As the scar hypothesis is hardly supported by literature 

abroad, this finding may be an indication that Koreans may differ from those in western countries 

wher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re conducted in how they respond to depressive symptoms and 

experiences. Koreans may be more prone to effect of depression on their cognitive function, and this 

finding calls for intervention strategies to address and alleviate self-esteem issues for individuals 

diagnosed and/or reporting of depression. 

Just as the scar hypothesis was supported in this study, the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 was also 

evident as the initial level of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trajectory of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The declining depression trajectory was rather steep among 

individuals with high self-esteem while it was rather gradual for those with lower self-esteem at the 

intial point. This finding suggests that self-esteem as it has been argued in literature, functions as an 

important personal resource protecting individuals from experiencing various kinds of distress including 

depression. With self-esteem being identified as an important predictor of depression over a period of 

time for Korean adults, the finding calls for the need to assess and address issues related to 

self-esteem and development of healthier regard for the self when working with Korean adul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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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t risk of psychological distress including depression as well as those exposed to stressful life 

events that are known to be directly linked to onset of depressive episodes. 

Such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s well-reported in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adding validity of the findings.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individuals’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their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s, and found 

that most of all variables included in the analys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evelopment trajectories 

of both depression and self-esteem. For example, gender was closely related to both the intial level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as well as thei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ver four years as men reported 

to be less depressed and have higher self-esteem than women, and their depression level declined at a 

faster rate than women though their self-esteem level increased gradually compared to the women. 

Age, on the other hand, was on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trajectory that the older individuals 

tended to hold more negative views of themselves and such view persisted over the four year period. 

As the prevalence rate of depression is reported to be high among the aged, the finding of the current 

study calls for further analyses to examine the pattern of relationship in different age groups to 

provide a more lucid understanding of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 across the lifespan. 

In sum, this study provides an additional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rajectories among Korean adults. Such reciprocal relationship may 

be a reflection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s as the relationship has seldom been supported 

across different ethnic/racial groups. It is recommended for future studies to cross-examine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relationships across different ethnic/racial sample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s in different cultural, ethnic, and racial groups. Furthermore, future studies need to consider the 

stressful life events and/or various stressors in individuals’ life in tes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stress literature points to strong associations among thre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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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세 의 취업변화와 우울

Employment Transitions and Depression among Echo Generation 

라채린(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s 

and depress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survey data from the 2012 and 2013 Korean Welfare Panel Study 

(Wave 7, 8). The sample population was restricted to the echo generation born between 1979 

and 1992, and the total of 1357 sampl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dataset. Employment 

transitions were categorised into four groups. The groups were defined as 

‘employed-employed’, ‘unemployed-employed’, ‘employed-unemployed’ and 

‘unemployed-unemployed’. We used logistic regression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s and depress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Results: Interestingly, ‘unemployed-employed’ group showed a strong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the echo generation (1.49, 1.06-2.08). 

Conclusion: Experience in unemployment increases the risk of depression. Moreover, the 

precarious job also increases the risk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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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론

에코(echo)세대란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세대로 정의되며, 대게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출

생한 자녀들을 일컫는다(통계청, 2012).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에코세대는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이들의 연령은 만18~31세로 오늘날의 

청년세대에 해당한다. 에코 세대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

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들은 대학진학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75.6% 일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으며(통계청, 2012)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 등의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기존의 세대보다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코세대의 직업 대 분류 별 취업인구는 전

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39만 명(30.0%)으로 가장 많고, 사무종사자 112만명(24.1%), 판매종사자 

57만 명(12.2%)순이다(통계청, 2012). 

그러나 에코세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에

코세대를 가리켜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며 구직난과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처한 환경에 그 원인

이 있다(송태민, 2013). 이구백(20대 90%는 백수), 메뚜기 인턴(인턴만 옮겨다니는 젊은 세대), 취

집(취업 대신 시집), 장미족(장미간 미취업자) 등 자조적인 신조어가 넘쳐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 비율이 75.6%인 에코세대가 고용이 없는 성장 속에서 겪고 있는 

실업의 정신적인 고통은 엄청나다. 실제로 이 집단은 외환위기에서 매우 높은 실업률을 경험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경제 전체의 실업률이나 다른 집단들의 실업률과 비교 했을 

때에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06).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대부분 에코세대 던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지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었다(남재

량, 2006). 한편,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처음 에코세대인 

1979년생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맥 상통한다(송태정, 2001). 

현재의 청년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3%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성인실업률의 2배가 넘는

다(이지연, 2011을 이아라 등, 2013에서 재인용). 게다가 지금의 청년세대인 에코세대는 전체 인

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수치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청년층 실업률의 수치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인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이다(이아라 등, 

2013). 청년실업은 이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건강을 크게 해치고(장재윤 등, 2004; 이아라 등, 

2013)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Prause & Dooley, 1997). 더 나아

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전 생애 발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우

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장애, 대인관계 붕괴 및 자살 등의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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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  & 김태현, 2005; 이아라 등 2013).

에코세대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최근 송태민 등의 연구(2013)에서는 에코세

대의 자살률이 불과 10년 사이 5배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 됐으며 이는 전 연령집단 중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 는데, 특히 2007년 이후 생활고와 취업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률 

상승에 향을 줬다는 분석을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 다(송태정, 2013). 

이 밖에도 에코세대가 아닌 청년들의 취업과 우울에 관한 몇몇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대학

졸업생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정재윤 등, 2004; 정재윤 등, 2006) 개인의 특성 및 시간적 선

행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생태학적 연구이거나(남재량 등, 2012) 청년취업 상태를 단면조사만을 

통해 조사한 연구(임선 &김태현, 2005) 뿐이었다(이아라 등, 2013). 

취업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에 있어서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주로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어왔다. 하나는 실업이 정신건강 수준을 낮춘다는 가설인 ‘노출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게 된다는 ‘선택가설’이다(Winefield, 

1997을 장재윤 등, 2004에서 재인용).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과 정신건강에 관련한 연구는 횡단연구가 아닌 종단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Winefield, 1997을 장재윤 등,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이 우울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실시한다. 우선, 취업과 미취업 경험이 우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변

화에 따른 우울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에코세대 취업 실태 개선과 보건

복지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와 2013년도 가구주 및 가구원용 조사 결과를 이용하 다.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

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 제고하고,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6

년부터 구축된 패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인구주택 총조사의 90%로부터 1단계 표본은 추출하여 

전국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며, 저소득층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의 일반가구를 각각 50%씩 표본추출 하 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복

지패널 홈페이지(www.koweps.re.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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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기준 에코세대에 해당하는 만 21세~34세 연령군에서 2012년과 2013

년 지난 일 년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해 모두 응답한 사람들이었다. 응답자들 중 결측

치가 없는 1357명을 최종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3.  측정도구

1) 고용상태 변화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과 2010년 조사에서 각각 지난 일 년간의 주된 경제활동 문항을 포함하

고 있다. 1차 조사는 2012년에 시행되었고 2차 조사는 2013년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 조사된 응답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1차 조사 시점의 취업·미취업 여부, 2차 

조사 시점의 취업·미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상태 변화를 가정하 으며, 조사된 시점 이외의 

고용상태 변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상태 변화를 각각 ‘취업-취업’, ‘미취

업-취업’, ‘취업-미취업’, ‘미취업-미취업’의 네 가지로 구분하 다.

2) 우울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원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건강상태의 대표적인 우울감 

측정도구 중 하나인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Radroff, 

1991)를 설문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CESD-11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며칠이나 문항에 해당하는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0-3점을 부여한

다. 3개의 역코딩 문항을 코딩 변경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20/11을 곱하여 누적점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고, 11점보다 높으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Radloff, 1977; Weissman et al, 

1977; Cited in Greden & Schwenk,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점을 기준으로 ‘우울감이 약

간 또는 그 이상 집단’ 또는 ‘우울감 없음’의 이분형 변수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 다. 

3) 통제변수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취업과 미취업에 향을 주는 인구학적 요인들(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하 으며, 우울의 완화요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자아

존중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그리고 사회적지지(가족관계 만족도와 대인관계 만족도)를 

통제하 다. 한편, 종속변수인 2013년의 우울감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2012년의 지각된 우울

감을 보정하기 위하여 모형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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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AS 9.2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취업상태 변화

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을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제3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 1357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55명(42.42%), 

여자가 802명(57.58%)이 으며, 혼인상태인 사람(457명, 28.81%)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900명, 

71.19%)이 훨씬 더 많았다. 가구소득은 낮은 수준인 하위 50%이하 (378명, 23.29%)에 비해 상위 

50% (979명, 76.72%)이 세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 다. 에코세대의 특징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은 대학 재학 이상이 1046명(79.49%), 대학원 재학 이상인 사람이 48명(4.07%)로 고등학

교 졸업 또는 그 이하에 속한 263명(16.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고용변화는 취업-취업집단이 759명(57.72%), 미취업-취업이 156명(11.27%), 취업-미취업이 96명

(6.15%), 미취업-미취업이 346명(24.87%)으로 두 개의 조사연도 모두 취업이거나 모두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남자보다 여자에서 우울(5.82 대 7.51)이 높았다. 또한, 기혼보다 미혼일 경

우 우울감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15.29% 대 18.1%),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

지는 양상을 보 다(23.26% -> 16.06%).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27.41%)에 비해 대

학 재학 이상(15.28%)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15.74%)이 우울감이 낮았다. 취업변화에서는 ‘취업-

취업’군이 15.28%로 우울감이 가장 낮았고, ‘미취업-취업’이 23.41%가 우울감이 가장 높은 23.41%

로 나타나 기존에 알려진 취업이 우울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 다. 

한편, ‘취업-미취업’군은 19.05%, ‘미취업-미취업’군은 18.76%로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경험한 군에 

비해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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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Groups - Unweighted Frequency and 

Weighted Proportion

　 N %
Depression

(%)

Sex 　 　 　

 Male 555 42.42 5.82

 Female 802 57.58 7.51

Marital Status 　 　 　

 Currently married 457 28.81 15.29

 Never married 900 71.19 18.1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66 3.69 23.26

 2nd percentile 312 19.6 19.6

 3rd percentile 466 33.85 16.87

 4th percentile 513 42.87 16.06

Educational Attainment 　 　 　

 High school graduation or less 263 16.44 27.41

 College or more 1046 79.49 15.28

 Graduate school or more 48 4.07 15.74

Employment Transitions 　 　 　

 Employed-Employed 759 57.72 15.28

 Unemployed-Employed 156 11.27 23.41

 Employed-Unemployed 96 6.15 19.05

 Unemployed-Unemployed 346 24.87 18.76

Self-esteem (M/SD) 31.97 3.52 　

Social support (M/SD) 　 　 　

 Family 4.01 0.66 　

 Social relationship 3.82 0.61 　

 Job Satisfaction (M/SD) 3.44 0.86 　

Depression in 2012 (M/SD) 13.33 3.35 　

Unweighted N 1357 　 　

<표 2>를 살펴보면, 미취업에서 취업상태로 변화한 집단에서 지속적인 취업상태에 있었던 집

단에 비해 우울감이 있을 확률이 약 1.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업-미취업’ 및 ‘미취업

-미취업’ 집단에서는 별다른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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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ion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Sex [Male] 　 　 　

 Female 1.78 1.40 2.26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Currently married 1.12 0.86 1.46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2nd percentile 1.33 0.73 2.41 

 3rd percentile 1.65 0.92 2.94 

 4th percentile 1.90 1.06 3.40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or more 0.65 0.49 0.87 

　Graduation school or more 0.79 0.42 1.46 

Employment Transitions  [Employed-Employed] 　 　 　

Unemployed-Employed 1.49 1.06 2.08 

Employed-Unemployed 1.01 0.64 1.60 

Unemployed-Unemployed 1.05 0.80 1.38 

Self-esteem 0.88 0.85 0.91 

Socialsupport 0.86 0.86 0.86 

 Family relationship 0.84 0.71 1.00 

 Social relationship 0.79 0.66 0.95 

Job satisfaction 0.77 0.67 0.88 

Depression in 2012 1.06 1.04 1.08 

Unweighted N 1357 　 　

Employment Status N % 

Permanent worker 52 34.05

Temporary  worker 96 61.85

Other (Self employer or unpaid worker) 8 4.1

Unweighted N 156 　

 <표 2> Adjusted coefficients of depression among echo generation

  

<표 3>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상태가 변화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2013 취업상태를 정규직, 비

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그리고 기타(자 업 또는 무급종사자)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전반적

으로 살펴보면,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사람들이 96명(61.85%)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 취업

이 된 사람들이 52명(34.05%), 기타 자 업자 또는 무급종사자인 경우가 8명(4.1%)순 이었다.

<표 3> Current employment status of ‘Unemployment-Employed’ Group 

 

마지막으로, ‘미취업-취업’집단을 현재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우울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미취업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상태가 변화한 사람들

보다 비정규직으로 변화한 사람들이 우울감이 높을 확률이 4.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또한, 기타 자 업자 또는 무급종사자인 경우도 그 확률이 매우 높게 나

타났으나, 이는 적은 표본수에 가중치를 사용하여 Standard Error값이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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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ion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Sex [Male] 　 　 　

 Female 0.59 0.19 1.83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Currently married 1.12 0.86 1.46 

Household  Income [1st percentile] 　 　 　

 2nd percentile 5.44 0.27 110.79 

 3rd percentile 2.98 0.16 57.29 

 4th percentile 16.11 0.83 313.42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College or more 0.29 0.09 0.91 

 Graduate school or more 0.05 0.00 1.15 

Employment  Status [Permanent employee] 　

 Temporary Worker 4.31 1.70 10.93 

 Other (Self employer or unpaid worker) 18.84 3.16 112.25 

Self-esteem 0.73 0.64 0.83 

Socialsupport 0.86 0.86 0.86 

 Family relationship 1.88 0.92 3.84 

 Social relationship 0.27 0.11 0.66 

Job satisfaction 1.29 0.68 2.44 

Depression in 2012 1.12 1.06 1.18 

Unweighted N 882 　 　

가적인 해석은 하지 않기로 하 다.

<표 4> Adjusted coefficients of depression in the 'unemployed-employed' group

제4  논의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에 해당하는 에코세대의 취업과 미취업 경험이 이들의 우울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흥미롭게도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변화를 경험한 에코세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높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 다. 추가적

인 분석을 통하여,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취업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취업상태를 단지 취업/실업으로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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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남재량 

등, 2012; Dooley et al., 2004; 박세홍 등, 2009). 실제로 많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비정규직

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정신건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공통의 결론을 내린 바 있

다(박세홍 등, 2009). 특히,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분노나 우

울, 약물남용 그리고 자살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남재량 등(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술 연구들을 참고하여 고용불안을 정의했는데, 고용불

안을 크게 ‘고용의 안정성(stability)’와 ‘안전성(secur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실직의 어

려움’과 ‘재취업의 두려움’이라 정의하 다. 비정규직의 경우, 일용직 또는 임시직과 같이 이름 그

대로 실직의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강조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미취업

-취업’집단은 단지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에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비정규

직으로 취업 상태가 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 고 현재의 

불안정한 취업상태에서 재취업의 두려움 또한 매우 큰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

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Cox T. et al., 2004; 박세홍 등, 2009; 장재윤 등, 2004; 

Creed & Reynolds, 2001; Murphy & Athanasou, 1999; Virtanen, 200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의 우울감이 높은 것은 고용불안에 의한 것이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렵지 않게 짐

작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청년실업 정책에 중요한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턴제도와 같이 불안정

한 입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늘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어 보일 수

는 있다. 그러나 에코세대의 취업과 정신건강에 있어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러한 정책은 지속적인 실업과 이직 문제를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있어 우선

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

불어서 이들의 실업이나 고용불안정에 따른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요인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모색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는 비단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

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코세대의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대가 앞으로 

다른 인구집단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세대이동(중년에서 노년으로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노년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이에 따른 연금문제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에코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집단이다(송태민, 2013). 그러나 에코세대의 경우, 이미 청년기에서부터 사회에 안정

적으로 안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집단이 향후 중장년, 노년에 들어서면 발생하게 

될 사회 문제들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년기인 에코세대의 취업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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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D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종단  변화궤 에 한 재분석

Reanalysis of longitudinal trajectory of depressive symptoms measured using CES-D

허만세(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내재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하 다. 19

세 이상 성인 남성 8,900명을 최종 샘플로 선정하여 Growth Mixture Model(GMM) 분석을 하

다. 자료분석 결과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울

증상 변화 궤적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에서 성별의 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고 빈곤가구에서는 3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수준

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2.1% 사람들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

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화패턴(낮은 우울 수준 

유지 집단, 우울감소 집단)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울변화궤적에는 우울 유

지집단(약 77.4%), 우울 상승집단(약 12.1%) 우울 하락집단(약 12.9%)이 존재한다.    넷째, 빈곤

가구의 경우 우울 상승집단뿐만 아니라 우울 감소집단(11.9%)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적어도 우울, 연령, 빈곤상태의 상호

작용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1  서론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인식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조선일보, 2012).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질병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정신질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우울증은 전 연령

대에 걸쳐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신건강 문제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

계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내재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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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이슈이다. WHO(2008)는 세계화와 도

시화, 노화 등의 현상에 따른 만성질환의 문제 중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

를 표하고 있으며,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우울장애의 연간 

유병율은 2.5%로 나타났다. 현재 유병율이 높다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1년 유병율 

0.7%와 비교할 때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06; 성준모, 2010). 보건

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역시 우리나라에서 일생동안 우울증을 경험한 성인이 271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3%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 하지만 패널 자료

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연간 변화를 연구한 최근의 종단연구들(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표 1>참

조)은 우울증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

인 표집을 통하여 패널데이타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우울 측정 자료를 이용한 

종단연구들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단연구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사회의 우울증상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내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가통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질

환실태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에서 급격한 우울증 유병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전 국민의 우울증

상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유병율의 증가와 우울변화

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종단연구에서 우울증상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복지패널에서 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들이 재검토될 필

요가 있다.  

   둘째, 우울감소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경험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가 우울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치료나 예방 

프로그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

명이 요구된다. 만약 특정한 개입의 효과가 없다면, 우울의 감소는 이론적으로 인간의 성장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도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분명하지 못하다. 일

반적으로 우울은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화 궤적을 보여주며, 생의 주기에서 보면 성인기

에서는 감소를 중년기를 지나 노인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ech 

and Shanhan, 2000).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국내의 종단연구는 보

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의 종단자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

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우울의 변화궤적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우울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Kim, 2010).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우울의 변화정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우울의 변화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연령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 연령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평균적인 우

울변화 궤적은 우울변화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부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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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우울이 감소하지만 또 다른 일부 연령대에서는 우울이 증가하거나 혹은 변화지 않을 가

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연령대의 변화궤적을 한꺼번에 추정하여 우울변

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넷째, 척도의 신뢰․타당성 및 척도불변성을 검토해야 한다. 복지패널에서 사용한 우울검사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는 우울증 선별검사도구로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간편성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종단자료 구축에 사용되

어 왔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CES-D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축약판인데, 20

문항의 CES-D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배성우·신원식, 2005; 전겸구·최상진・양병

창, 2001; 김진  외, 2000; 전겸구·이민규, 1992; 조맹제·김계희, 1993; 신승철 외, 1991)과 달리, 

11문항의 CES-D의 요인구조를 살펴본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 동일한 복지패널의 자료를 통하여 CES-D의 요인구조를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에 따라 요인구조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어(권현수, 2009; 이현주·강상경, 2009) 이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만약 인구하위집단에 따라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인구 하위집

단의 우울점수가 상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CES-D점수를 이용하

여 우울변화궤적을 추정하는 것은 그 결과에 상당한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복지패널에

서 사용된 CES-D 자체의 측정속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CES-D가 반복측

정에 적절한지(신뢰성), 그 요인구조가 한국인에게서도 적합한지(타당성), 그리고 요인구조가 인

구하위집단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지(척도불변성)를 CES-D 우울점수의 변화를 분석하

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복지패널이나 기타 어떠한 국내의 패널 

자료에서도 이러한 점이 연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복지패널을 이용한 기존의 종단연구들에

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보다 정 한 분석 방법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다. 재분석의 

방향으로 본 연구는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내재한 하위 잠재 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했다.  한편 CES-D의 신뢰․타당성 및 측정불변성의 검증을 선행연구로 실

시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른 연구 연구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2  이론  배경

  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우울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심리 상태이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매우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즉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다. 가벼운 우울증상은 쉽게 치료가 가능하나 이를 

방치하면 그 경과와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임상현장과 연구에서 주된 관심이 되어왔다. 우울 위험집단을 조기에 발

견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우울을 측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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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우울증 척도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Radloff(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지역사회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조사도구로 알려져 있다

(Eaton and Kessler, 1981; 조맹제·김계희, 1993). 

  CES-D는 기존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Dahlstrom and Welsh 1960)와 Zung(Zung, 1965), BDI(Beck et al., 1961), Raskin et 

al.(1969) 등이 개발한 우울척도들에서 추출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Myers and 

Weissman, 1980). CES-D척도의 항목들은 지난 한 주간 경험에 대한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주요대상은 지역사회의 일반 인구이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미 여러 선

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고, 이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CES-D척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고(조맹제․김계희, 1993; 전겸구․이민규, 1992; 신승철 

외, 1991), 전겸구 외(2001)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향상된 ‘통합적 한국판 CES-D’가 개발되면

서 이후 국내의 여러 연구(엄화윤 외, 2010; 우채  외, 2010; 박 례․손연정, 2009; 천숙희․차보

경, 2008; 김순이․이정인, 2007; 공수자․이은희, 2006; 박현숙 외, 2005)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각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20개 문항의 CES-D척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항의 조

사에 응해야 하는 참여자들이나 신체적 질병을 가진 대상자, 노인, 문항을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

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CES-D의 원척도는 응답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면서

(Carpenter et al., 1998), 축약형 CES-D척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Andresen, Malmgren, 

Carter, and Patrick, 1994; Cole, Rabin, Smith, and Kaufman, 2004; Grzywacz, Hovey, Seligman, 

Arcury and Quandt, 2006; Kohout, Berkman, Evans, and Cornoni-Huntley, 1993; Santor and 

Coyne, 1997). 즉, 일반인들에게 CES-D 척도는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측정일 수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약 12분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데 있어 중도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비율이 10%에 달한다는 것이다(Kohout et al., 199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Shrout and 

Yager(1989)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CES-D척도의 문항수를 10개 혹은 11개 문항으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 으며(Boey, 1999), Kohout et al.(1993)은 Iowa형(11문항)과 Boston형(10문항)의 두 종

류의 축약형 CES-D척도를 개발하 다. 축약형 CES-D척도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부

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나(Carpenter et al., 1998), 그 사용의 빈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Covinsky et al., 2010; Gellis et al., 2010). 국내에서도 축약형 CES-D척도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으며(이현지, 2006; 이현지․이윤주, 2005), 더욱이, 다문항의 응답이 요구되고 전 연

령대를 포괄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패널조사의 경우 축약형 CES-D척도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이

원진, 2010; 전지혜, 2010; 권현수, 2009; 김경호․김지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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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울의 종단  변화궤  

   국내에서 진행된 우울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에 제시된 것처럼 패널자료를 활용한 우울변화에 대한 종단연구는 2008년~2011년까지 11편의 연

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 중 2008년 2편, 2009년 3편, 2010년 4편, 2011년 2편이 진행되었다. 한국

에서 종단연구에 활용하는 패널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한국청소년패널, 서울아동패널, 고령화연

구패널 등이다. 그 중 표에 제시된 우울변화관련 종단자료는 한국복지패널(6편), 한국청소년패널

(4편), 서울아동패널(1편) 이었다. 사용된 우울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가 가장 많았

고, 청소년 패널의 6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척도, 서울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Symptom Check List 

(SCL-90)의 하위 우울척도(8문항)가 있었다. 우울척도 중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11문항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정도 6문항은 한국청소년패널, Symptom Check List 

(SCL-90) 8문항은 서울아동패널에서 사용되었다. 사용된 분석방법은 Repeated measure one way 

ANOVA, m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 패널회귀분석분석(fixed effects model), 잠재성장모형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최대우도법(FIMLE)),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CLM), HLM6 등이 사용되었

다. 우울 변화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인구사회적 변인(성별, 교육, 장애등급 등)과 심리사회적 

요인(자존감,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심리사회행동적 요인(흡연량,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만

족, 사회적 친분관계만족 등), 음주상태, 가구특성, 가구 내 경제요인, 건강상태, 또래관계형성의 

어려움, 빈곤, 폭력, 부모(부모애착, 부모의 학대), 노동시장 변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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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자
료
출
처

자료조사
연구기간

우울척도 분석방법
측정

불변성
검토

우울변화
우울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박정숙
권소라
전종설
강주희
2009

한
국
복
지
패
널

2006년-2008

년 3차년 
자료활용

알코올 의존 
집단(71명), 

비의존 집단 
(265명)

CES-D-11

문항
(Radloff 

1977)

repeated measure 

one way ANOVA,

m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2차분석)

없음

감소: 시간(시간 
향력)에 지남에 

따라 우울 감소

인구사회적 
변인((성별, 

교육,  

장애등급)

음주상태(알
코올 

의존여부, 

시간 그리고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성준모
2010

한
국
복
지
패
널

2006년-2007

년 1,2차년도 
자료 활용
가구원 

수-1차년도 
13,774명
가구원 

수-2차년도 
12,500명

CES-D 

11문항

STATA(VER 9)

패널회귀분석
fixed effects model

없음

감소: 가구원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가족수입 만족도 
증가할수록 

우울변화 감소

인구학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가구특성
가구내 
경제요인

전해숙
강상경
2009

한
국
복
지
패
널

1,2,3차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노인 
N=4,919

CES-D 

11문항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부 모형,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부모형,

패널데이터 
분석(최대우도법(FI

MLE)),

없음

감소: 심리사회적 
변수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모두 우울수준에 
향을 미치지만,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변수에 

따라서 
우울증상의 
변화속도에 

미치는 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장
애유무, 

질병유무

심리사회적 
요인-자존감,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권태연
2011

한
국
복
지
패
널

1,2,3차년도 
자료 활용.

(1차년도 
설문에 

응답한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총13,763명

CES-D-11 잠재성장모형 분석 없음

감소: 음주행위 
초기값이 
우울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향과 우울수준 
초기값이 
음주행위 

변화율에 미치는 
향 모두 

정적으로 유의함.

심리사회행동
적 

요인들(흡연
량,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만족
, 사회적 

친분관계만족
)

김윤희
권석만
서수균
2008

한
국
청
소
년
패
널
자
료

초등학교 
4학년(N=2,60

7) 대상 
3년간 

종단자료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5점 척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적용

없음

증가: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우울/불안에 
향력을 미침.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우울/불안

<표 1>우울의 종단  변화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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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자
료
출
처

자료조사
연구기간

우울척도 분석방법
측정

불변성
검토

우울변화
우울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박선혜
강주희
전종설
오혜정
2010

한
국
청
소
년
패
널
조
사 
데
이
터

총 5차년 간 
흡연 유무 

문항에 모두 
응답한 

청소년 대상. 

우울변수(2차
년도-6차년도 
자료 활용) 

흡연지속 
집단(70명), 

비흡연 
집단(1,702명) 

만 15세 기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5점 척도

χ²검정, t-검정
repeated measure 

one way ANOVA

mixed effects 

regression analysis

(Littell, Milliken,

 Stroup 

andWolfinger,

 1996)

없음

감소: 우울의 경우, 

흡연지속 집단은 
비흡연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 으며(집단 
향력),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수준은 

감소(시간 향력)

흡연지속 
집단/비흡연 

집단

조정아
2009

한
국
청
소
년
패
널
자
료

중3, 고1, 

고2, 고3의 
총 

4년간(2,3,4,5

차년) 

종단자료
2차년도 기준 
총 3,449명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5점 척도

HLM6을 사용한 
다층모형분석 없음

감소: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부모․또래․교사 
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성별, 부모의 

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성별, 

부모(부모애
착, 부모의 
학대), 또래, 

교사

김광혁
김예성
2008

서
울
아
동
패
널(S

CPS

)

2004(1차년도
)-2005(2차년
도) 원자료

부모의 
우울 
측정

SCL-90 

우울 
관련 
8문항

4점척도

구조방정식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없음
우울변화를 

분석하지 않음

가족 빈곤,

가족관계(매
개)

박재규
이정림
2011

한
국
복
지
패
널

2006년 및 
2009년 자료, 

3년 사이 
우울증 변화

10,225명

CES-D-11 교차분석, 

이항로짓
없음

감소: 2006년 
우울증 의심 집단 
25.9%에서 2009년 

21.3%로 -4.6% 

감소

성, 교육수준, 

연령,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 

경제활동, 

노동시장 
변화, 

소득구분, 

가족관계/사
회관계

성준모
2010

한
국
복
지
패
널

1-3차년도
41-60세까지
의 중년여성
1차-754명, 

2차-545명, 

3차-502명

CES-D-11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
없음

증가 후 감소: 

우울 특성 
분석(1차년도 

40.5%, 2차년도 
41.8%, 3차년도 

37.3%)

독립변수(가
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자아존중감)

조춘범, 

김동기
2010

한
국
청
소
년
패
녈

2004년-2007

년 (4년) 중2 

패널자료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정도 
6문항

5점 척도

자기회귀교차지연모
델(ACLM)

다집단분석
없음

감소: 기술통계 
결과 

2차년도-5차년도 
우울 평균 감소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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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변화를 연구한 11편의 논문 중에서 9편이 시간에 따라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나머지 2편에서 중 우울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김윤희, 권석만, 서수균, 2008)하거

나, 증가했다가 감소(성준모, 201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내의 연구들이 우울

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증가하거나(Kim, 2010; Miech and 

Shanhan, 2000), 변화가 없거나(Galambos, Leadbeater, and Barker, 2004; Galambos, Barker, and 

Krahn, 2006), 증가 후 감소의 경향(Garber, Keiley and Martin, 2002)등 다양한 형태의 우울궤적

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국외의 연구에서는 우울변화 궤적에 있어서 내재한 하위 잠재 집단

(latent trajectory class)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Colman et al., 2007; Olino, et 

al., 2010; Stoolmiller, Kim, and Capaldi, 2005), 국내의 연구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지 않다. 우울의 변화궤적에서 잠재집단이 발견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우울이란 증

상이 사람들에 따라 이질적인 증상일 수 있고(허만세·김민석, 2007), 이에 따라 우울변화궤적 역

시 하위 집단 간에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toolmiller, Kim, and Capaldi, 2005). 

이러한 이론적 주장에 일치하게, Olino, et al., (2010)에서는 우울변화궤적에서 6개의 잠재계층이 

발견되었고, Stoolmiller, Kim, and Capaldi (2005)에서는 4개의 잠재계층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계층에는 우울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며 변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궤적을 갖는 하

위 집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종단자료에서도 우울변화 궤적의 잠재계층이 존재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울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2차 자료 연구로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 2, 3, 4, 5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 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

에 거주하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다. 2006

년 1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로, 2007년에 2차, 2008년에 3차, 2009년에 4차년도 2010년에 5

차년도 데이터를 구축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전체 응답자 중 

CES-D 11문항 척도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8,900명 이었다. 19세 이하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작

은 비율이고, 청소년기의 문화사회적인 특성상 성인이상의 인구집단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또한 기준년도인 2006년에  CES-D 11문항 총점에 결측값을 갖는 사

례는 제외하 으며, 2006년 이후 연도에 신규로 진입한 사례는 연구에서 제외하 다. 이는 본 연

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궤적인 변화패턴을 분석하기에 기준년도의 우울 측정치가 이후에 

궤적 변화에 미치는 향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각 측정연도에 따라 최대

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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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복지패널에서 사용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는 11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각 문항은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 다. CES-D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를 근거로 우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기보고식 질문 1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습니까?‘, ‘비교적 잘 지

냈습니까?‘, ‘상당히 우울했습니까?‘,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습니까?‘, ‘잠을 설쳤습니까?‘, ‘세상

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큰 불만 없이 생활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

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까?‘,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까?‘ 응답자는 질문에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로 대답할 수 있다. 변수 값은 1점에서 4점까지의 분포이며 

이를 0점에서 3점으로 코딩변경하고, 이 중 2, 7번 문항의 경우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 채점과정에서 역점 처리하게 되어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1개 문항의 변수 값들을 모두 더한 후 20/11을 곱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점수의 분포는 0에서 60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

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1문항의 단순합계점수로서의 총점을 사용하

다. 따라서 우울증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임계치 16점은 총점에서 8.8에 해당한다. 우울 변수 외

에 자료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우울과 접하게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빈곤상태(일반가

구 저소득가구) 및 성별이 연구의 주요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방법

   CES-D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내재한 하위 잠재 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Growth Mixture Model(GMM)을 사용하 다. GMM은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확장하여 대상변수의 변화궤적 안에 알려지지 않은 다중집단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Muthen, 2002). 이러한 GMM 모형은 다음과 같

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it = αi + βiλkt + εit (1)

αi = μαk + γαkxi + ζαi (2)

βi = μβk +γβkxi + ζβi (3)

   방정식 (1)의 y는 반복측정된 우울점수를 나타내고, 방정식 (2)와 (3)에서 x는 y변화에 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가 상정되지 않은 경우(unconditional model)과 독립변

수가 상정된 모델(conditional model)을 각각 상정할 수 있으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는 선행

연구에서 우울변화 궤적에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성별, 연령대를 고려할 것이다. GMM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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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방정식의 아래첨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첨자 i는 사람을 나타내며, 

t는 반복측정된 시간을 나타나게 되고, k는 알려지지 않은 즉 측정되지 않고 변화궤적에 내재한 

하위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위집단을 잠재계층(latent class)으로 부르기도 하며, 종단변화궤적

의 잠재계층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GMM 분석은 궁극적으로 모형에 의해 구해진 

사후확률구조(posterior probability structure)를 이용한 군집분석 방법이다. 이에 따라 방정식 (1), 

(2), (3)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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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해진 확률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들이 구해지고, 이들 잠재계층은 결과

적으로 상이한 종단적 변화궤적을 갖게 된다.  자료 분석은 MPLUS 프로그램 버젼 5.8(Muthén 

and Muthén, 2004)이 사용되었다.  

제4  분석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남성, 여

성)과 소득(일반가구, 저소득층 가구)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 다. 먼저 남성의 평균연령

은 51.0세 고, 여성의 평균연령은 53.0세로 남성보다 여성이 2.0세 높았다. 그리고 일반가구에서

의 평균연령은 46.0세 지만,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평균연령이 60.2세로 저소득층 가구가 일반가

구보다 평균연령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2.1세 다. 교육수준을 성별과 소

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준을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가 

1,370명(35.1%), 초등학교 727명(18.6%), 대학교 738명(18.9%), 중학교 514명(13.2%), 전문대학 269

명(6.9%), 무학 175명(4.5%), 대학원(석사) 111명(2.8%)순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1,402명(28.1%), 고등학교 1,283명(25.7%), 무학 845명(16.9%), 중학교 514명(13.2%), 대학교 738명

(18.9%), 전문대학 279명(5.6%), 대학원(석사) 31명(0.6%)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에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무학이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등 남녀에 교육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으로 구분하여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가구에

서는 고등학교 1,927명(37.9%), 대학교1,058명(20.8%), 초등학교 723명(14.2%)순이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초등학교 1,406명(36.8%), 무학(22.5%), 고등학교 726명(19.0%)로 다. 여기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종류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 모두에서 88%이상이 비장애인에 응

답하 으며, 전체 인구에서는 무려 8,213명(92.3%)을 차지하 다. 반면, 장애인에 응답한 경우에는 

- 94 -



허만세 / CES-D로 측정한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대한 재분석

전체 인구에서 687명(7.7%)을 차지하 다.  만성질환에서 성별과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만성질환을 성별로 구분했을 때, 만성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남성 

응답자는 2,672명(68.4%), 여성응답자가 2,788명(55.8%), 일반가구 응답자는 3,871명(76.2%), 저소득

층 가구 응답자는 1,589명(41.6%)이었다. 만성질환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남성 응답자는 1,232명

(31.6%), 여성 응답자는 2,208명(44.2%), 일반가구 응답자는 1,207명(23.8%), 저소득층 응답자에서 

2,233명(58.4%)이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자는 5,460명(61.3%)이었고, 

만성질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3,440명(38.6%)로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

다 1.6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에서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2,233명(58.4%)을 차지한 것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높은 진료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혼인상태에 응답한 응답자를 성별, 소득구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

보겠다.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3,145명(80.6%), 여성은 3,376명(67.6%), 일반가구에서 

4,054(79.8%), 저소득층에서 2,467명(64.5%)이었는데, 이는 미혼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별에 응답한 남성응답자는 84명(2.2%), 여성 응답자는 

1,0458명(20.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오랫동안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으로 구분하 을 때, 사별에 응답한 일반가구는 283명(5.6%)이었지만,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846명(22.1%)으로 높게 차지하 다. 전체인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6,521명

(73.3%)으로, 사별과 이혼, 별거, 미혼 등 1,455명(29.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배

우자보다 사별과 이혼, 별거, 미혼자등 혼자서 거주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

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성별구분에서 남성 1,812명(46.5%), 

여성 2,926명(58.7%)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교적 높게 차지하 다. 그리고 소득으로 구분한 

집단에서 일반가구 응답자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632명(52.0%)이었으며, 종교가 없

다고 응답한 응답자 2,433명(48.0%)으로 4%의 차이만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응답

자 중에서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1,707명(44.8%)보다 종교가 있다한 응답자는 2,106명

(55.2%)으로 10.4%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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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
남성

(n=3,904)

여성
(n=4,996)

일반가구
(n=5,078)

저소득층
(n=3,822)

전체
(N=8,900)

연령

19-24세 80(2.0) 173(3.5) 208(4.1) 45(1.2) 253(2.8)

25-29세 183(4.7) 237(8.2) 343(6.8) 77(2.0) 420(4.7)

30-34세 392(10.0) 417(8.3) 664(13.1) 145(3.8) 809(9.1)

35-39세 470(12.0) 465(9.3) 732(14.4) 203(5.3) 935(10.5)

40-44세 411(10.5) 402(8.0) 604(11.9) 209(5.5) 813(9.1)

45-49세 386(9.9) 425(8.5) 582(11.5) 229(6.0) 811(9.1)

50-54세 363(9.3) 400(8.0) 524(10.3) 239(6.3) 763(8.6)

55-59세 277(7.1) 448(9.0) 399(7.9) 326(8.5) 725(8.1)

60-64세 372(9.5) 515(10.3) 398(7.8) 489(12.8) 887(10.0)

65-69세 423(10.8) 629(12.6) 327(6.4) 725(19.0) 1,052(11.8)

70세 이상 547(14.0) 885(17.7) 297(5.8) 1,135(29.7) 1,432(16.1)

평균연령 51.0세 53.0세 46.0세 60.2세 52.1세

교육
수준

무학 175(4.5) 845(16.9) 159(3.1) 861(22.5) 1,020(11.5)

초등학교 727(18.6) 1,402(28.1) 723(14.2) 1,406(36.8) 2,129(23.9)

중학교 514(13.2) 629(12.6) 648(12.8) 495(13.0) 1,143(12.8)

고등학교 1,370(35.1) 1,283(25.7) 1,927(37.9) 726(19.0) 2,653(29.8)

전문대학 269(6.9) 279(5.6) 438(8.6) 110(2.9) 548(6.2)

대학교 738(18.9) 527(10.5) 1,058(20.8) 207(5.4) 1,265(14.2)

대학원(석사) 111(2.8) 31(0.6) 125(2.5) 17(0.4) 142(1.6)

장애
여부

비장애인 3,490(89.4) 4,723(94.5) 4,832(95.2) 3,381(88.5) 8,213(92.3)

장애인 414(10.6) 273(5.5) 246(4.8) 441(11.5) 687(7.7)

만성
질환

비해당 2,672(68.4) 2,788(55.8) 3,871(76.2) 1,589(41.6) 5,460(61.3)

해당 1,232(31.6) 2,208(44.2) 1,207(23.8) 2,233(58.4) 3,440(38.6)

혼인
상태

유배우 3,145(80.6) 3,376(67.6) 4,054(79.8) 2,467(64.5) 6,521(73.3)

사별 84(2.2) 1,045(20.9) 283(5.6) 846(22.1) 1,129(12.7)

이혼 173(4.4) 195(3.9) 131(2.6) 237(6.2) 368(4.1)

별거 28(0.7) 48(1.0) 33(0.6) 43(1.1) 76(0.9)

미혼 474(12.1) 332(6.6) 577(11.4) 229(6.0) 806(9.1)

종교
있음 1,812(46.5) 2,926(58.7) 2,632(52.0) 2,106(55.2) 4,738(53.4)

없음 2,082(53.5) 2,058(41.3) 2,433(48.0) 1,707(44.8) 4,140(46.6)

<표 2>연구 상자의 성별  소득구분별 일반  특성(한국복지패  1차년도 기 )
(N=8,900)

  2. 우울총합평균의 종단  상 계  기술통계

   한국복지패널의 기준년도인 2006년(1차년도)에서 2010년(5차년도)까지 CES-D 총합 평균값에 

대한 종단적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가 각각 <표 3>에서 <표 5>까지 제시되

어 있다. 먼저, <표 3>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우울총합의 평균의 종

단 간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5차년도의 우울총합평균을 기준으로 1차년도와의 상관관계는 .423, 2차년

도와의 상관관계는 .431, 3차년도에서는 .413, 4차년도에서는 .461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우울총합평균의 흐름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CES-D 우울총합점수가 점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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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년도 1 - - - -

2차년도 .472** 1 - - -

3차년도 .417** .476** 1 - -

4차년도 .377** .445 .493** 1 -

5차년도 .423** .431** .413** .461** 1

평균 (M) 5.92 5.85 5.17 5.01 4.55

표준편차 (SD) 6.02 5.81 5.25 5.16 5.21

<표 3>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우울총합의 평균의 종단 간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4>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우울총합평균을 성별로 구분하여 종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살펴보았고,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남성의 경우에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1차년도의 상관은 .378, 2차년도의 상관은 .402, 3차년

도에서는 .377, 4차년도에서는 .420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의 크기

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1차년도 상관이 

.425 2차년도가 .427, 3차년도에서는 .412, 4차년도에서는 .465 다. <표 2>의 평균치를 보면, 남성

은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같은 4.89 다가 3차년도에서 하락세를 보 고, 여성은 1차년도 평균값 

6.30에서 4차년도 5.38까지 줄어들었으나, 5차년도에서 5.55로 미세하게 상승하 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차년도 1 1 - - - - - - - -

2차년도 .446** .469** 1 1 - - - - - -

3차년도 .401** .407** .454** .472** 1 1 - - - -

4차년도 .363** .363** .423** .440** .450** .503** 1 1 - -

5차년도 .378** .425** .402** .427** .377** .412** .420** .465** 1 1

평균 (M) 4.89 6.73 4.89 6.59 4.35 5.81 4.17 5.66 3.59 5.29

표준편차 (SD) 5.46 6.30 5.36 6.04 4.89 5.42 4.73 5.38 4.56 5.55

<표 4>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성별로 구분한 우울총합평균 종단 간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
p<.05, 

**
p<.01, 

***
p<.001

   그리고 <표 5>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우울총합평균을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단 

간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유의한 상관을 보 다. 

먼저, 5차년도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의 상관크기를 살펴보면, 4차년도 .343, 3차년도와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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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1차년도 .292로 시간이 멀어질수록 상관관계의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시간이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형태 으나, 3차년도까지 

.396로 줄어들었다가 2차년도에서 .429로 조금 커지는 형태를 보이다가 미세하게 줄어드는 형태

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차년도 4.33에서 2차년도 4.41로 

증가하다가 3차년도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1차년도

에서 5차년도까지의 평균치에서는 1차년도 6.76에서 4차년도 5.65까지 하락하다가 5차년도에서 

5.96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1차년도 1 1 - - - - - - - -

2차년도 .370** .460** 1 1 - - - - - -

3차년도 .298** .411** .398** .458** 1 1 - - - -

4차년도 .256** .375** .359** .437** .391** .504** 1 1 - -

5차년도 .292** .408** .304** .429** .304** .396** .343** .470** 1 1

평균(M) 4.33 8.04 4.41 7.74 3.93 6.81 3.87 6.52 3.15 6.40

표준편차(SD) 4.81 6.76 4.88 6.38 4.37 5.83 4.42 5.65 4.05 5.96

<표 5>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소득으로 구분한 우울총합평균 종단 간 상 계  평균과 

표 편차

*
p<.05, 

**
p<.01, 

***
p<.001

  3. CES-D 11문항의 신뢰도계수 분석.

   19세 미만의 인구와 각 문항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인원에 대한 CES-D 11문항

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결과이며, <표 6>에 제시하 다. 전체에서 1차년도의 .885에서 3차년도

까지 .859로 감소하다가 4차년도 .858, 5차년도 .858로 같은 신뢰도 계수를 유지하 다. 신뢰도계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1차년도 .875에서 5차년도 .837까지 감소

하 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1차년도 .887에서 4차년도 .859까지 줄어들다가 5차년도에서 .864로 

증가하 다. 신뢰도계수를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가구 1차년도에서는 

.847, 2차년도 .842, 3차년도 .828로 줄어들다가 4차년도에서 .837로 상승하 지만, 5차년도 .811로 

감소하 다.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1차년도 .893에서 4차년도 .861로 감소하다가 5차년도 .865로 

미세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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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체 .885 .867 .859 .858 .858

성
별

남성 .875 .858 .851 .851 .837

여성 .887 .869 .860 .859 .864

소
득

일반 .847 .842 .828 .837 .811

저소득 .893 .867 .864 .861 .865

<표 6>신뢰도 계수

  4. CES-D에 나타난 우울궤  잠재계층분석 

   우울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잠재계층분석은 먼

저 2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사례에 대해 단순 GMM분석을 실시하여 가능

한 우울궤적의 잠재계층을 확인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상태에 따라 우울정도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가구와 빈곤가구의 연구대상을 따로 분리한 후에 성별을 GMM모

형에 추가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한 GMM분석은  5개의 우울의 변화궤

적 아래에 5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정보적합도 지수

인 BIC가 4개의 잠재계층 모형보다 낮으며, 엔트로피(entropy) 값이 가장 높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여 4개의 잠재계층모형이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

며 동시에 6개의 잠재성장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모형이기에 그 간편성을 고려하여 선택

되었다. 다섯 잠재계층의 우울변화의 평균 궤적 패턴은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73.7% (6569명)가 속한 집단

으로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 우울점수의 평균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

한 사람들은 낮은 우울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8.3%(74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울점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집단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7.6%(68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기준년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20문항의 16점에 해당)보다 높은)가 2차 년도인 

2007년도까지 가파르게 떨어지고 그 이 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집단이다. 네 번째 잠재

계층은 전체 사례 중 3.8%(34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울 점수가 기준년도인 2006에서 기준

년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20문항의 16점에 해

당)보다 높은)가 이후 약간의 감소를 나타나지만 2008년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

에는 기준년도인 2006년의 우울점수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우울 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2006년에서 2010까지 늘 평균적으로 높은 우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잠재계층은 전체 사례 중 6.3%(569명)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울 

점수가 2006년도에서 완만한 상승을 이루다가 2008년 이후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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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잠재계층분석 결과

모형
자유
모수

Log likelihood BIC Entropy
LMR

LRT

VLMR

LRT

전체 샘플

GMM2 18 -128964.60 258092.88 0.90 2605.60*** -130303.21***

GMM3 22 -128373.50 256947.07 0.88 1150.56*** -128964.60***

GMM4 26 -127978.44 256193.33 0.86 644.24*** -128309.42***

GMM5 30 -127583.11 255439.03 0.87 589.56* -127885.99*

GMM6 34 -127251.46 254812.10 0.87 645.55 -127583.11

일반가구

GMMWCk2 22 -69903.82 139995.37 0.91 1345.77*** -70592.48***

GMMWCk3 26 -69294.12 138810.10 0.91 941.85*** -69776.09***

GMMWCk4 30 -69009.66 138275.30 0.89 740.36*** -69388.52***

GMMWCk5 34 -68786.67 137863.45 0.90 473.35 -69028.89

빈곤가구

GMMWCk2 22 -57649.25 115479.96 0.85 784.04*** -58050.77***

GMMWCk3 26 -57485.34 115185.15 0.81 332.67*** -57655.71***

GMMWCk4 30 -57476.00 115199.45 0.69 25.39** -57489.00**

GMMWCk5 34 -57290.62 114861.69 0.80 168.64 -57376.99

  주석: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LRT =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for k (H0) 

versus k-1 classes; VLMR LRT =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for k (H0) versus k-1 classes; 

GMMk = k-classes Growth Mixture Models; GMMWCk = k-classes Growth Mixture Model with a covariate(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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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적 잠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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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우울변화에 대한 GMM 분석은 우울의 변화궤적 아래에 4개의 잠재계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비록 엔트로피(entropy) 값이 상대적으

로 낮으나, 3개의 잠재계층 모형 보다 정보적합도 지수인 BIC가 낮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여 3개의 잠재계층모형이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며 동시에 

5개의 잠재성장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모형이기에 그 간편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네 

잠재계층의 우울변화의 평균 궤적 패턴은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 중 6.1% (311명)가 속

한 집단으로서 기준년도 2006년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의 우울수준을 유지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 2010년에는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수준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집

단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 중 5.7% (292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년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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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20문항의 16점에 해당)보다 

높은)가 4차년도인 2010년도까지 가파르게 떨어져 평균적으로 낮은 우울증상 수준에 이르러 그 

상태가 유지되는 집단으로 보인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중 81.1% (4119명)가 

속한 집단으로 매우 낮은 우울 수준을 연구기간 내내 유지하는 집단으로 우울증상 평균 변화가 

없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계층은 일반가구 전체 사례 중 7.0% (356명)가 속한 집

단으로서 기준년도에서 보통의 우울수준에서 시작하여 2008년까지 일정정도 상승을 이룬 후 다

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기준 시점인 2006년의 우울 수준과 유사한 우울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그림 2] 일반가구 사례에 대한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적 잠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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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우울변화에 대한 GMM 분석은 우울의 변화궤적 아래에 3개의 잠재계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2개의 잠재계층 모형 보다 엔트로피

(entropy) 값이 낮으나 BIC가 낮고,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여 2개

의 잠재계층모형 보다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모형이어서 선택되었다. 4개의 잠재계층 모형은 

LMR LRT 및 VLMR LRT 값이 검정통계치가 유의하다는 점에서 3개의 잠재계층모형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한 모형일 수 있으나, 엔트로피(entropy) 값이 지나치게 낮고(0.69) BIC은 4개의 모형

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4개 잠재계층 중 한 계층에 속한 사례수가 거의 없기에 

자료한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빈곤가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GMM분석

은 우울변화의 평균 궤적아래 3개의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림 3]에 빈곤가구의 우울궤적 잠재계층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

째 잠재계층은 빈곤가구 전체 사례 중 10.5%(404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년도 2006년에서 우

울점수가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매우 큰 개인 차이를 보이면서도 평균적으로는 우울증 의

심 임계치인 8.8 (20문항의 16점에 해당)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 후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

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2006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우울점수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다. 특이한 점은 다른 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2010년에 우울점수의 개인 편차가 매우 줄어들면

서 우울점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빈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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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중 11.9%(458명)가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년도 2006년에서 우울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

났다가 그 다음해인 2007년을 거쳐 2008년까지 우울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진 후에 2009년 이후로 

우울증상 의심 임계치에서 평균점수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재계층은 빈곤

가구 전체 사례의 대부분인 77.4%(2960명) 속한 집단으로서 기준년도 2006년에서 낮은 수준의 우

울점수를 보인 후에 그 수준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빈곤가구 사례에 대한 GMM 분석에 나타난 우울 궤적 잠재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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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논의: 연구결론  함의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울점수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탐색하여 우울변화궤적에 내재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울증상 변화 궤적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이 다섯 잠재집단 중 두 번째

와 네 번째 집단에 속하는 1084명의 사람들(전체 사례 중 약 12.1%)의 평균 우울 수준은 2006년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 번째 집단(680

명, 7.6%)에 속하는 사람들은 높은 우울수준에서 시작하여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후에 완만한 우

울감소를 보이는 집단이었으며, 다섯 번째 집단의 사람들(569명, 6.3%)은 평균 우울수준이 완만하

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이었다. 전체 사례의 73.7%(6569명)가 속하는 첫 번째 

집단의 평균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에서 성별의 향

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고 빈곤가구에서

는 3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우울궤적 잠재집단은 비록 잠재계층 수가 

다르지만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즉 낮은 평균 우울 

수준을 종단적으로 유지하는 대다수 집단(4119명, 81.1%)이 있으며, 높은 우울수준에서 시작하여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후에 완만한 우울감소를 보이는 집단(311명, 6.1%)이 있고, 기준년도에서 

보통의 우울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상승을 이루다가 다시 완만한 감소를 이루는 집단이 있으

며(356명, 7.0%), 기준년도에서 보통의 평균 우울 수준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

이는 집단(311명, 6.1%)이 있다. 빈곤가구의 경우는 3개의 잠재계층이 탐색되었는데, 빈곤가구 전

체 사례중  77.4%(2960명)에 해당하는 낮은 평균 우울 수준 유지집단, 매우 높은 우울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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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급격한 하락 후에 상당히 높은 우울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458명, 11.9%), 상당히 높은 

평균 우울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높은 우울 수준에 이르는 집단(404명, 

10.5%)이 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복지패널을 이용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

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지만, 우울의 변화궤적에 상이한 잠재계층이 4에서 6개가 발견된다는 

국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Olino, et al., 2010; Stoolmiller, Kim, and Capaldi, 2005)과는 일치

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는 우울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식과 일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

체 인구 중에서 약 12.1% 사람들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 수준의 증가는 일반가구에 속한 사람들(6.1%)에 비해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10.5%)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

화패턴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에 따라 낮은 평균 우울 수준이 유지되는 약 

77.4%의 사람들과(73.7%(전체사례 분석의 경우), 81.1%(일반가구사례 분석의 경우), 77.4%(빈곤가

구사례 분석의 경우)) 시간에 따라 평균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약 12.9%의 사람들(13.9%(전체사

례 분석의 경우), 13.1%(일반가구사례 분석의 경우), 11.9%(빈곤가구사례 분석의 경우))의 결합이 

평균 우울 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울변화궤적에는 우울 유지집단(약 77.4%), 우울 상승집

단(약 12.1%) 우울 하락집단(약 12.9%)이 존재한다. 우울 예방과 개입의 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인구의 약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울 상승집단일 것이다. 이러한 우울 

상승집단은 우울증 의심 임계치인 8.8 (20문항의 16점에 해당)보다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우울 상승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개

입전략을 국가정신보건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빈곤가구의 경우 우울 상승집단뿐만 아니라 우울감소집단(11.9%)에 특별한 관심이 필

요해 보인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매우 높은 우울 수준을 기준년도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비록 우울 수준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마지막 측정연도에서도 여전히 높은 평

균 우울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빈곤계층의 정신건강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우울 감소집단에 높은 우울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이 상승하고 있는 우울 

상승 집단 10.5%을 합하면 약 22.4%가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빈곤 가구의 경우 낮은 우울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에서조차 우울 평균이 6점 정도에

서 유지되며 높은 개인차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8.8 이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거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에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우울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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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나타난 우울변화 궤적이 나타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우울수준이 성별과 빈곤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GMM 분석을 실시하 다. 성별과 빈곤상태 이외에 우울 수준(및 변화궤적)에 향을 미치는 다

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들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록에 나타난 결과들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우울이 빈곤상태 성별이외에 생애주기(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인초기 집단에서는 우울 증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노인들에서 우울 증가가 눈이 뜨게 나타난다

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가 빈곤상태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적어도 우울, 연령, 빈곤상태의 상호작

용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에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기준 시점인 

2006년과 2007년도 사이에 우울점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측정

시점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절효과(seasonal effect)에 기인한 것

으로 보여진다. 우울 수준은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높게 나타나는 계절효과가 있는데, 복지패

널의 2006년 자료수집은 그 해 12월인 겨울에 이루어졌고, 2007년 이후에는 주로 5월경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년도의 점수가 다른 시점의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계절효과는 우울에 취약한 인구집단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복지패널

을 이용한 연구에서 계절효과에 대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GMM 분석결과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우울점수가 최저점 수준에서 최고

점 수준을 널뛰기하듯 변동하는 사람들이 상당량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잠재계층에서 

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울 증상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으로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의구심은 CES-D 개별 문항

에 대한 분석에서 문항별 차이가 종단적으로 또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부록1 참조. 자세한 정보는 부록 2에 있지만 지면 관계상 본고에 제외하 음). 예를 들어 

CES-D 8번 문항(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과 10번 문항(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다른 문항들과는 다르게 종단적으로 평균변화가 거의 없으며 연령집단 간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교롭게도 이 두 문항은 CES-D의 요인구조상 대인관계 요인에 해

당한다. 결국 CES-D 척도에 대한 측정의 신뢰타당성 및 측정불변성에 대한 정 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GMM 분석결과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우울궤적잠재계층에서 공통적

으로 2010년의 우울점수의 변량이 다른 시점의 측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5차년도에 해당하는 2010년의 자료수집 방

법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5차년도 자료는 종이 설문이 아니

고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이 우울 점수의 측정에도 

사용되었다면 이전 방법과 새로운 방법 사이에서 측정오차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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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우울변화 궤적의 잠재계층은 실천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필요가 있

다. 우울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즉 우울의 이질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우울의 변화 역시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각

각의 개인은 매우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우울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

인 간의 차이를 보다 세 히 고려하여 우울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린이와 성인 및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이 

다르게 계획되어야 하며, 성별의 특성이 고려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

른 한편 본 연구는 종단자료 분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들의 사용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

는 다양한 종단자료가 구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방법의 사용에는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

다. 보다 정교한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연구 질문들을 해결해

야 할 것이며, 그러한 다양한 연구분석방법들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지식의 활용을 적극 권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변수중심의 접근이 아닌 GMM 분석 같은 사람중심의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의 활용이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한계를 말하

면, GMM 분석은 모형에 기반한 탐색적 연구방법이고 모형추출과정에서 다양한 테크니컬한 이

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형 추정을 위해 추정의 초기치에 대한 Mplus 옵션을 변경

할 때 잠재계층에 속한 사람의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추정결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추정치(예를 들어 음변량)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결국 추

정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 미비한 결과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하지만 이러

한 차이는 주된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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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CES-D 총 의 평균변화

연번 연령구분 출생년도
1차년도 
총점

2차년도 
총점

3차년도 
총점

4차년도 
총점

5차년도 
총점

1 19-24 1982-1987 4.65 4.89 4.16 5.12 2.56

2 25-29 1977-1981 4.17 4.17 4.21 3.91 2.64

3 30-34 1972-1976 4.41 4.05 3.48 3.36 2.44

4 35-39 1967-1971 4.38 4.44 3.85 3.74 2.75

5 40-44 1962-1966 4.77 4.74 4.08 4.15 3.53

6 45-49 1957-1961 5.61 5.69 4.85 4.46 3.81

7 50-54 1952-1956 5.72 5.57 4.96 4.67 4.29

8 55-59 1947-1951 6.18 6.62 5.29 5.42 5.13

9 60-64 1942-1946 6.29 6.16 5.69 5.33 5.16

10 65-69 1937-1941 7.18 7.08 6.31 6.12 6.14

11 70- 1900-1936 8.16 7.77 7.11 6.78 7.07

12 전체 5.92 5.84 5.17 5.00 4.54

<표 1>연령별 CES-D 총 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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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령별 CES-D 총점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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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별  연령별 CES-D 총 의 평균변화

연번
연령
구분

출생년도 성별 1차년도 총점 2차년도 총점 3차년도 총점 4차년도 총점 5차년도 총점

1 19-24 1982-1987
남 3.73 4.36 3.32 3.81 1.98

여 5.08 5.14 4.55 5.76 2.84

2 25-29 1977-1981
남 3.78 3.65 4.09 3.79 2.43

여 4.48 4.56 4.30 4.00 2.81

3 30-34 1972-1976
남 3.96 3.82 3.23 3.08 2.17

여 4.83 4.25 3.71 3.62 2.70

4 35-39 1967-1971
남 4.04 4.25 3.91 3.58 2.43

여 4.72 4.63 3.80 3.89 3.07

5 40-44 1962-1966
남 4.34 4.14 3.70 3.71 2.80

여 5.22 5.35 4.45 4.59 4.24

6 45-49 1957-1961
남 5.09 5.14 4.46 3.92 3.02

여 6.08 6.17 5.19 4.93 4.52

7 50-54 1952-1956
남 5.09 5.00 4.56 4.15 3.80

여 6.29 6.07 5.32 5.14 4.75

8 55-59 1947-1951
남 5.87 5.75 4.81 4.80 4.05

여 6.37 7.15 5.58 5.79 5.78

9 60-64 1942-1946
남 5.20 5.20 4.16 4.03 3.94

여 7.08 6.86 6.79 6.25 6.03

10 65-69 1937-1941
남 5.28 5.22 4.82 4.51 4.52

여 8.46 8.32 7.31 7.21 7.21

11 70- 1900-1936
남 5.97 6.02 5.50 5.60 5.82

여 9.51 8.85 8.10 7.50 7.85

<표 2>성별  연령별 CES-D 총 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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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남성 및 연령별 CES-D 총점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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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여성 및 연령별 CES-D 총점의 평균변화

 3. 소득구분  연령별 CES-D 총 의 평균변화

연번
연령
구분

출생년도 소득 1차년도 총점 2차년도 총점 3차년도 총점 4차년도 총점 5차년도 총점

1 19-24 1982-1987
일반 4.50 4.63 3.69 4.83 2.48

저소득 5.33 6.14 6.39 6.51 2.97

2 25-29 1977-1981
일반 4.03 4.22 4.00 3.74 2.44

저소득 4.81 3.95 5.16 4.63 3.57

3 30-34 1972-1976
일반 3.96 3.62 3.24 3.11 2.20

저소득 6.45 6.00 4.60 4.47 3.56

4 35-39 1967-1971
일반 3.77 3.80 3.40 3.31 2.25

저소득 6.58 6.85 5.50 5.30 4.59

5 40-44 1962-1966
일반 4.06 4.15 3.55 3.76 2.94

저소득 6.84 6.44 5.60 5.32 5.22

6 45-49 1957-1961
일반 4.62 4.65 4.11 3.70 3.07

저소득 8.10 8.31 6.71 6.34 5.70

7 50-54 1952-1956
일반 4.20 4.35 3.77 3.65 3.24

저소득 9.06 8.30 7.59 6.91 6.61

8 55-59 1947-1951
일반 4.56 5.14 4.25 4.42 4.09

저소득 8.17 8.42 6.56 6.62 6.39

9 60-64 1942-1946
일반 4.63 4.73 4.55 4.22 3.87

저소득 7.63 7.31 6.62 6.22 6.19

10 65-69 1937-1941
일반 5.18 5.33 4.90 4.75 4.67

저소득 8.09 7.86 6.94 6.75 6.80

11 70- 1900-1936
일반 5.22 5.55 5.16 5.04 5.26

저소득 8.93 8.34 7.61 7.23 7.54

<표 3>소득구분  연령별 CES-D 총 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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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일반가구 및 연령별 CES-D 총점의 평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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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저소득층 및 연령별 CES-D 총점의 평균변화 

  4. CES-D 11문항별 평균값의 종단  분석

   다음은 CES-D 11문항별 평균점수를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평균값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10>은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기존응답자들과 2차년도의 신규응답자부터 5차년도의 신

규 응답자까지 포함한 모든 대상자들의 CES-D 각 문항 평균점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CES-D의 5

번 문항, 8번 문항, 10번 문항에서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문항들 1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6번 문항, 9번 문항, 11번 문항에서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에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3차년도에서 감소세를 보 다. 7번문항에서는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감소하다가 4차년도에서 미세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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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차년도

CES-D 문항별 평균
2차년도

CES-D 문항별 평균
3차년도

CES-D 문항별 평균
4차년도

CES-D 문항별 평균
5차년도

CES-D 문항별 평균
CES-D_1 .48 .53 .49 .48 .46

CES-D_2 .70 .65 .55 .59 .43

CES-D_3 .52 .55 .49 .44 .46

CES-D_4 .83 .91 .80 .76 .71

CES-D_5 .75 .72 .67 .67 .61

CES-D_6 .50 .51 .45 .41 .40

CES-D_7 .96 .82 .73 .75 .60

CES-D_8 .13 .11 .10 .09 .07

CES-D_9 .47 .50 .41 .39 .35

CES-D_10 .10 .08 .07 .06 .06

CES-D_11 .48 .49 .42 .37 .41

<표 4>1차년도의 기존응답자의 CES-D 각 문항별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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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  박탈수 에 미치는 향

Effect of excessively increased household medical expenditure on poverty and deprivation

김창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가구의료비의 변화비가 빈곤 및 박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의료빈곤화의 예

측요인으로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을 조작화하기 위해 수행된 종단적 관찰연구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한 5,17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료비의 변화비를 측정하

고 이후 4년 동안 상대빈곤, 절대빈곤, 그리고 박탈수준에 대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형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가구의료비 변화비는 주요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이후

에도 상대빈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대비 가구의료비

가 3배 이상 상승한 가구에서 상대빈곤의 발생은 1.18배 증가하 고, 절대빈곤은 1.54배 증가하

고, 박탈 수준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과 박탈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이

해하 을 때 향후 의료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과 빈곤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  서론

  빈곤과 질병의 공존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상태이다. 중증 질환

의 결과가 생애사적 위기사건으로 작용하여 가구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McIntyre et al., 2006; Jenkins and Rigg, 2004; Gannon and Nolan, 2007). 중증 질

환에 따른 의료비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소득감소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자산은 미래에 있을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려,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

다. Whitehead et al.(2001)은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의료빈곤의 덫(medical poverty trap)이라 

하 다. 의료빈곤의 덫은 지불능력(capacity of pay)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보다 빈번

하게 일어난다.

  개인의 의료비지출이 가계 총수입 또는 지출의 일정한 한계점을 넘어설 경우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재난적 결과(catastrophic consequences)를 초래할 수 있다(Xu et al., 2003). 가구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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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늘어난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기본적인 필수소비지출을 줄여야만 하며, 그 결과 빈곤 및 박

탈상태로의 진입 위험은 증가하게 된다(송은철·신 전, 2010; Kim and Yang, 2011). 현재까지 과

부담 의료비(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총 지

출 대비 의료비 비율의 25%로 정의하는 방법(van Doorslaer et al., 2007)과 지불능력(총 가구 지

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의료비 비율의 40%로 정의하는 방법(Xu et al., 2003)이 가

장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부담의료비의 정의는 가구의료비의 역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

로, 특히 가구의료비의 변화비(ratio)가 빈곤화에 미치는 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비율이 40% 미만으로 기존의 과부담의료비 기준에 들지 않지만 전

년도와 비교하여 의료비의 상당한 증가를 경험한 가구는 만성적으로 의료비를 지불능력의 40%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서 보다 빈곤진입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는 빈곤진입의 선행적 결정요인

으로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비율과 가구의료비의 변화비 중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이다. 가구의료비의 변화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적 결과가 초래될 위험은 유의하

게 증가하는가? 재난적 결과를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에 한정하지 않고,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및  주거·의료·생활 등의 역에서의 박탈(deprivation)로 다양하게 정의할 경우 가구

의료비 과다상승은 이들 가구의 빈곤 및 박탈수준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과부담의료비 정의가 포착하지 못했던 가구

의료비의 역동적 변화가 실제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봄으로 질병과 빈곤의 인과성

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시야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째, 가구의료비의 과다상승을 경험한 가구에서 시간적 변화에 따른 빈곤 및 박탈지표의 추이를 

기술한다. 둘째, 가구의료비의 변화비가 빈곤 및 박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의료빈곤화의 

예측요인으로써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에 대한 새로운 조작적 정의를 제안한다. 

제2  이론  배경

1. 빈곤  박탈에 미치는 질병의 향

  빈곤역동에 관한 최근연구들은 빈곤진입의 즉시적 예측요인(immediate predictor)으로서 생애

사적 위기요인을 강조하고 있다(Vandecasteele, 2010). 자녀의 출산, 실직, 이혼 등 개인의 일대기

적 전환은 빈곤진입의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 Rowntree(1902)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생애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빈곤은 ‘고용 → 가족형성 → 은퇴’의 사건에 따라 주기

적 역동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더 이상 생애주기(life cycle)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생애과정(life cour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Dewilde, 2003). 이는 탈산업화 시대에 더 이상 표준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생애주기란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정 노동, 장기실직, 노동빈곤, 이혼, 한 부모 가정에서 양육, 가정과 직장생활의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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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에 대한 경험이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생애사적 위기사건에 따른 빈곤진입 위험은 더 이상 취약계층에게 한정되지 않

게 되었으며, 중산층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일시적 빈곤(temporal poverty)에 노출되어졌다.

  다양한 생애과정에서의 사건들 중 어떠한 사건이 빈곤진입을 유발하는 즉시적 예측요인인지

에 대한 질문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다수의 패널연구들은 질병과 장애가 빈곤과 박탈

을 유발하는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Jenkins and Rigg(2004)는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1991~1998)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장애발생과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

한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근로연령에서 고용율은 장애발생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장

애가 남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장애발생 이후 급격히 감소

하다가 완만한 회복을 보 지만, 처음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는 않았다. Gannon and Nolan(2007)

은 Living in Ireland Study(1995~2001)를 통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65세 미만 대상자에서 

만성질환의 발생이 빈곤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로

연령에서 질병의 발생이 빈곤진입을 유발할 수 있음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

는 질병 및 장애가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급근로자에서 급

여수준은 장애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진다는 것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Alcock, 

2006). 이와 같은 유형의 불평등은 1990~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환경에서 더욱 심화되

는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되며, ‘저급여 → 질병 → 무급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비숙련노동자 뿐 아니라 건강하

지 못한 노동자 또한 빈곤층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2. 빈곤  박탈에 미치는 가구의료비의 향

  의료비가 가지는 비자발적(involuntary), 비의도적(undeliberate), 비재량적(non-discretionary) 

특성은 다른 소비지출에서 보다 빈곤화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3). 이는 건강문제의 발생이 예측할 수 없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이

용자의 입장에서는 얼마가 나오든지 서비스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을 결국 지불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이다. 가구의료비가 지불능력을 넘어서 발생할 경우 가구원들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얻는 등 가구자원을 재할당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구의 빈곤화에 향을 미

치게 된다(Whitehead et al., 2001). 

  하지만 가구의료비의 과다발생이 실제 가구의 빈곤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송은철·신 전(2010)은 한국복지패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불능력에 대한 가

구의료비 비율이 28%를 초과하는 지점에서부터 빈곤화(중위소득 50% 미만 기준)가 일어난다고 

하 다. 하지만, 신현웅 외(2010)는 빈곤을 절대빈곤(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으로 정의하 을 때 

과부담의료비가 빈곤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 으며, 다만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율을 

1.38배(95% 신뢰구간 1.06-1.80) 높이는 요인이라고 하 다. 한편,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소비지

출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구원의 박탈을 일으킬 수 있다. Kim and Yang(2011)은 지불능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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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 대비 가구의료비 =
가구의료비(T)      T/y ≥ k일 때, 과부담의료비 지

출지불능력(y)

비 40%를 의료비로 사용한 가구에서 모든 소비항목에서의 지출수준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비과부

담의료비 발생가구에서 보다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고하 다. 결국 가구의료비의 과부담과 빈곤화

에 대한 연관성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에 한 개념  정의와 측정

  현재까지 가구의료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생하 을 때 과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합의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외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되어 왔다. 우선 초창기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은 가구의료비가 충분히 크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때로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irnbaum(1978)은 가구의료비가 $5,000

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를 정의하 고, Ribicoff(1979)는 가구 당 $2,000를 초과하는 것

으로 정의하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부담의료비는 가구 지불능력 이상으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가구소득의 15% 이상(Berki, 1986), 가구지출의 25% 이상(van Doorslaer et al., 

2007), 가구 총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상(Xu et al., 2003)으로 발생하는 것 등

으로 정의되고 있다. Wyszewianski(1986)는 전자를 높은 의료비 방식(high cost case)로 후자를 재

정적 재난방식(financially catastrophic case)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과부담의료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지

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는 재정적 재난방식으로 정의되었으며, 지불능력 대

비 가구의료비의 임계값을 사전에 결정하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정의되었던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

진다. 첫째, 가구의료비(T) 지출이 일정할 때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지불능력(y)과 반비례적 관계

에 있으므로, 이 정의는 현재 시점에서 가구소득 또는 소비지출 수준이 낮은 가구를 보다 잘 포

착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를 막론하고 과부담의료비 지출은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

층 가구에서 높게 측정되었다(Wyszewianski, 1986; Lee and Shin, 2006; Huh, 2009; Shin et al., 

2006). 둘째, 과부담의료비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단면적조사를 통한 측정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래적 사건으로서 표준적 생활양식을 위협받게 하는 재난적 결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

다. 비록 일부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따른 빈곤진입의 위험이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실증

적으로 분석되기도 하 으나(송은철·신 전, 2010; 신현웅 외, 2010), 대개 과부담의료비와 빈곤

화에 대한 연구는 같은 시점에서 가용소득의 감소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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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료비 변화비 =
기준년도 가구의료비(T1)  T1/T0 ≥ k일 때, 가구의료비 과다

상승전년도 가구의료비(T0)

연구자 대상 지불능력 자료원(년도)
임계값(%)

10 15 20 30 40

Lee et al. 

(2003)
도시가구

총가구지출-식료품비
도시가계지출조

사(2000)
15.5 4.8

총가구지출
도시가계지출조

사(2000)
10.4 6.1

Lee and 

Shin

(2005)

도시가구 총가구지출
도시가계지출조

사(2002)
11.8 5.5 2.9

Kim(2008)
경남지역 빈곤

층
가처분소득-최저생계

비
경남지역사회빈

곤패널(2006)
27.2 16.3

Kim and 

Yang

(2009)

전국도시가구 총가구지출-식료품비

가계동향조사
(1982-2005)

3.1

가계동향조사
(1982-2005)

2.2

Son et al.

(2010)

전국민 총가구지출-식료품비
한국복지패널
(2006)

19.1 9.7 5.8 3.7

비저소득가구 총가구지출-식료품비
한국복지패널
(2006)

14.2 6.0 3.4 2.2

저소득가구
(중위소득60%이

하)

총가구지출-식료품비
한국복지패널
(2006)

32.2 19.5 12.0 7.8

의료급여수급권
자

총가구지출-식료품비
한국복지패널
(2006)

18.8 9.2 5.6 3.2

신현웅 외
(2010)

전국민 총가구지출-식료품비

한국복지패널
(2005)

4.7

한국복지패널
(2007)

3.2

〈표 1〉우리나라 과부담의료비 발생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가구의료비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충분히 크게 발생할 경우 이는 생애사적 위기사

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빈곤과 박탈 등 재정적 재난에 대한 즉시적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즉, 빈곤 및 박탈의 결정요인으로서 지불능력 대비 가구의료비 

보다 가구의료비 변화비가 보다 유의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김창오, 2013). 본 연구에

서 가구의료비의 변화비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가구의료비 변화비가 일정한 임계값

을 넘어설 경우 이를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가구의료비 변화비는 기본적으로 패널자료와 같은 종단적으로 구성된 자료

를 통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는 임계값(k)으로 3.0, 

4.0, 5.0 등을 적용하여 이 보다 높은 가구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임계값은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값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종단적 분석을 통해 재난적 결과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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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최소값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료비의 과다상승으로 인해 발

생하는 재난적 결과를 상대빈곤, 절대빈곤, 박탈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이들을 유발하는 임

계값의 최소 수준을 제시함으로 최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3  연구방법

1. 자료원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조사에 참여한 한국복지패널의 3차부터 8차

년도(2007~2012년) 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관찰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규모가 크고 지역 및 가구유형에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료로 원표본 가구 유지

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3차년도(2007년) 이후 소비지출 항목 중 보건의료비를 계속하

여 측정하 으므로 본 연구주제인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 및 박탈수준에 미치는 향을 관

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는 3차년도(2007년)부터 8차년도(2012년)

까지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연구에 필수적인 항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5,157가구로 정

하 다.

2. 종속변수 요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가구의료비 상승에 의해 발생한 재난적 결과로 개념화하고, 이를 빈

곤과 박탈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통해 측정하 다. 우선 빈곤은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을 모두 측

정하 다. 상대빈곤은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상대빈곤선으로 하여 빈곤

과 비빈곤을 구분하 다. 절대빈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되는 것으로 빈곤과 비빈

곤을 구분하 다. 절대빈곤의 발생은 최소생계비 및 부양의무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므로 

빈곤 유병률을 과소측정하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측정의 민감도가 높아짐으로 가구의료

비 지출상승으로 인한 재난적 결과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빈곤역동을 기술하

기 위하여 빈곤의 연속형 대리변수로 가처분소득을 측정하여 결과변수에 포함하 다.  

  박탈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거, 생활, 의료, 식품, 교육, 금융의 6가지 역을 선정하고 

해당 역에서 지난 1년간 박탈을 경험했는가의 여부로 측정하 다(Townsend, 1987). 각 역별

로 박탈에 대한 설문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가구의 생활여건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하여 주거, 생활, 의료는 2개 문항씩, 식품, 교육, 금융은 1개 문항씩을 이용하 다. 총 9개 문항

에 대해 박탈을 경험한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주어 0~9점으로 이루어진 박탈지수를 

구성하 다. 모든 종속변수는 기준년도(2008년)이후인 5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2)까지 반복

측정된 자료를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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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 요인

  본 연구에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은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전년도(T0) 대비 기

준년도(T1)의 가구의료비 변화비(T1/T0)를 계산하고, 이때 가구의료비 변화비의 임계값(k)을 3.0, 

4.0, 5.0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 이상인 경우(T1/T0≥k)를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가구로 정의하

다. 여기에서 기준년도(T1)는 2008년이고 전년도(T0)는 2007년이다. 

  가구의료비 변화비 이외에 추가로 분석에 포함한 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빈곤 및 박탈에 

연관이 있는 변수들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 다. 최종적으로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상태, 가구주 주관적 건강수준, 거주 지역(군 도

농복합군), 가구연소득, 박탈지수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기준년도인 4차년도(2008년)

에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 다.

4. 통계  분석

  기준년도(2008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여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독립 t-검정, Wilcoxon 순위검정을 실시하 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와 비과다상승가구에서 가구의료비, 가구연소득, 

박탈지수에 대한 관찰시점별 차이를 기술하기 위하여 독립t-검정을 사용하 다.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을 경험한 가구에서 이후 4년(2009~2012년) 동안 반복 측정된 빈곤 및 

박탈관련 종속변수에 대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모형을 이용하 다. 패널데이터를 풀링(pooling)하여 최소자승회귀(ordinary least 

square, OLS) 방법으로 선형방정식으로 추정할 경우 개체 내 반복측정으로 인한 오차항의 자기상

관(autocorrelat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OLS 추정량의 표준오차에 향을 주어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도출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GEE는 비뚤림 없이 population-averaged 회귀계

수(β)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모

집단의 평균적인 종속변수가 β만큼 증가함을 뜻한다(Ghisletta and Spini, 2004). GEE는 자기상관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함수라는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가정을 수용하고 있어, 자료의 특성에 알맞은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사용하여 

population-average 회귀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항변수인 중위소득 60% 미만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의 반복측정자료에 대해서는 로짓함수(logit)로, 연속변수인 

소득(로그변환), 자산(로그변환), 부채(로그변환)에 대해서는 항등함수(identity)로, 이산변수인 박탈

지수에 대해서는 로그함수(log)로 연결함수를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 다. 패널모형에서는 

개체 내에서 시간에 따른 오차항의 상관계수 구조를 추가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적관찰 시점이 멀어질수록 상관계수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AR-1 모형(ρts =ρ
│t-s│)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료비 변화비에 대한 독립변수를 연속형 변수(T1/T0)와 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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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0≥k, k=3.0, 4.0, 5.0)를 모두 사용하여 각각 GEE 모형을 구성하 다. 이때 가구의료비 변화

비(T1/T0)와 소득,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로그-변환하여 

분석하 다. 모든 GEE 분석모형에 대해서는 교란변수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 가

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상태, 가구주 주관적 건강수준, 거주 지역, 기준년도 가

구연소득, 기준년도 박탈지수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유의수준은 p<.05로 하 고, 통계학적 분석은 

Stata 11.0을 사용하 다(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

제4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기준년도(2008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기술되어 있다. 총 5,157가구 중 전

년대비 가구의료비가 3배 이상 증가한 가구는 1,252가구(24.3%) 고, 4배 이상 증가한 가구는 976

가구(18.9%) 으며, 5배 이상 증가한 가구는 807가구(15.7%) 다. 전년대비 가구의료비가 3배 이상 

증가한 가구에서 기준년도(2008년) 박탈지수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p=.002), 

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지역, 가구연소득, 거주 지역에 대

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의료비가 4배 또는 5배 이상 증가한 가구에서 기혼자 

비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p=.098, p=.014), 그밖에 변수들에 대해서는 가구의료비가 

3배 이상 증가한 가구에서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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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T1/T0≥3.0)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T1/T0≥4.0)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T1/T0≥5.0)

(n=515
7)

예
(n=12
52)

아니
오
(n=3

905)

p
예

(n=97
6)

아니
오
(n=41
81)

p
예

(n=80
7)

아니
오
(n=43
50)

p

 가구주 연령, 세
56.8
±15.
3

56.2
±15.
3

57.0
±15
.3

.111
56.1
±15.
3

57.0
±15.
3

.123
56.2
±15.
3

56.9
±15.
3

.245

 가구주 성별

   남성 3831
(74.3)

919
(72.4)

2912
(74.
6)

.410
716
(73.4
)

3115
(74.5
)

.462
586
(72.6
)

3245
(74.6
)

.236

   여성 1326
(25.7)

333
(26.6)

993
(25.
4)

260
(26.7
)

1066
(25.5
)

221
(27.4
)

1105
(25.4
)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37
(49.2)

610
(48.7)

1927
(49.
4)

.746
476
(48.8
)

2061
(49.3
)

.830
402
(49.8
)

2135
(49.1
)

.149

   고졸 이하 1497
(29.0)

374
(29.9)

374
(29.
9)

291
(29.8
)

1206
(28.8
)

249
(30.9
)

1248
(28.7
)

   대재 이상 1123
(21.8)

268
(21.4)

268
(21.
4)

209
(21.4
)

914
(21.8
)

156
(19.3
)

967
(22.2
)

 가구주 결혼상태

   기혼 3443
(66.8)

810
(64.6)

2634
(67.
5)

.139
625
(64.0
)

2818
(67.4
)

.098
507
(62.8
)

2036
(67.5
)

.014

   이혼 사별 별거 1453
(28.2)

371
(29.6)

1082
(27.
7)

293
(30.0
)

1160
(27.7
)

247
(30.6
)

1206
(27.7
)

   미혼 261
(5.0)

72
(5.8)

189
(4.8)

58
(5.9)

203
(4.9)

53
(6.6)

208
(4.8)

 가구주 주관적 건강수준, 
점

3.29
±1.0
7

3.25
±1.0
8

3.31
±1.
07

.185
3.24
±1.0
8

3.31
±1.0
7

.184
3.24
±1.0
8

3.30
±1.0
7

.158

 거주 지역

   서울 광역시 시 3768
(73.1)

909
(72.6)

2859
(73.
2)

.672
705
(72.2
)

3063
(73.3
)

.515
583
(72.2
)

3185
(73.2
)

.566

   군 도농복합군 1389
(26.9)

343
(27.4)

1046
(26.
8)

271
(27.8
)

1118
(26.7
)

224
(27.8
)

1165
(26.8
)

 가구 연소득, 백만원
28.3
±26.
0

28.5
±28.
2

28.3
±25
.2

.743
28.4
±23.
7

28.3
±26.
5

.903
27.5
±23.
2

28.5
±26.
5

.342

 박탈지수, 점
0.21
±0.6
6

0.25
±0.7
0

0.19
±0.
64

.002
0.24
±0.6
8

0.20
±0.6
5

.005
0.26
±0.7
0

0.20
±0.6
5

.003

〈표 2〉가구의료비 과다상승에 따른 기준년도(2008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 1) 평균±표준편차, 명(%)

    2) T0과 T1은 각각 2007년도 및 2008년도 가구의료비를 뜻함
    3) p값은 가구주 연령, 가구 연소득에 대해서는 독립t-검정을,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 겷혼상태, 거주지역

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가구주 건강상태, 박탈지수에 대해서는 Wilcoxon 순위검정을 사용하 음. 

- 129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이후 빈곤지표의 변화추이

  [그림 1]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대비 3배 또는 5배 이상 가구의료비 증가를 경험

한 가구에서 이후 4년(2009~2012) 동안 가구의료비, 가구연소득, 그리고 박탈지수의 평균 및 표준

오차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전년대비 3배 이상 가구의료비 증가를 경험한 가구

에서 가구의료비 지출은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p=.017),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낮아져 비과다상승 가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

향은 전년대비 5배 이상 가구의료비 상승을 경험한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p=.044). 전

년대비 3배 이상 가구의료비 증가를 경험한 가구에서 가구연소득 수준은 1년이 경과된 시점까지 

유의하게 낮아졌지만(p=.024),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이후 비과다상승 가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전년대비 5배 이상 가구의료비가 상승한 가구에서는 

가구연소득 수준은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유의하게 낮아진 후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그 차이

가 지속되었다(p≤.033). 박탈지수에 대해서는 기준년도(2008년)부터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에서 

비과다상승가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 는데, 전년대비 3배 이상 가구의료비 상승을 경험한 

가구에서는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까지(p≤.011), 전년대비 5배 이상 가구의료비 상승을 경험한 

가구에서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까지(p≤.033) 그 차이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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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이후 가구의료비, 가구연소득 및 박탈지수의 변화추이

A.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실선)와 비과다상승가구(점선)에서 가구의료비 변화추이

B.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실선)와 비과다상승가구(점선)에서 가구연소득 변화추이

C.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실선)와 비과다상승가구(점선)에서 박탈지수 변화추이

주 1) 전년대비 가구의료비 3배 이상 증가(좌측) 또는 5배 이상 증가(우측)할 경우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로 정의

   2) *는 5%, **는 1% 내에서 각각 유의함을 나타내며 시점별 평균값에 대한 독립t-검정을 통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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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미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OR (95% CI) p OR (95% CI) p

  가구의료비 변화비(로그변환) 1.03 (1.00-1.08) .032 1.04 (0.98-1.10) .167
  가구주 연령 1.03 (1.02-1.04) <.001 0.97 (0.96-0.98) <.001
  가구주 여성(남성 기준) 1.12 (0.92-1.37) .254 0.89 (0.67-1.19) .440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기준)
    고졸 이하 0.72 (0.61-0.84) <.001 0.65 (0.49-0.86) .003
    대재 이상 0.67 (0.55-0.82) <.001 0.37 (0.24-0.58) <.001
  가구주 결혼상태(기혼 기준)
    이혼 사별 별거 1.35 (1.10-1.64) .004 2.21 (1.63-3.00) <.001
    미혼 1.48 (1.11-1.98) .008 2.24 (1.46-3.47) <.001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0.79 (0.74-0.84) <.001 0.56 (0.50-0.62) <.001
  거주 지역(서울 광역시 시 기준) 1.27 (1.10-1.47) .001 0.73 (0.58-0.92) .007
  기준년도(2008년) 가구연소득(백만원 단위) 0.92 (0.91-0.92) <.001 0.95 (0.94-0.96) <.001
  기준년도(2008년) 박탈지수 1.31 (1.20-1.43) <.001 1.44 (1.29-1.61) <.001
  상수 1.71 (1.02-2.87) .040 9.57 (4.09-22.87) <.001

가구연소득(로그변환) 박탈지수
β (SE) p β (SE) p

  가구의료비 변화비(로그변환) -0.009 (0.003) .011 -0.003 (0.014) .789
  가구주 연령 -0.015 (0.001) <.001 -0.014 (0.002) <.001
  가구주 여성(남성 기준) -0.066 (0.021) .002 -0.098 (0.068) .151
  가구주 교육수준(중졸이하 기준)
    고졸 이하 0.122 (0.016) <.001 0.057 (0.062) .356
    대재 이상 0.160 (0.019) <.001 -0.408 (0.087) <.001
  가구주 결혼상태(기혼 기준)
    이혼 사별 별거 -0.344 (0.021) <.001 0.490 (0.068) <.001
    미혼 -0.533 (0.029) <.001 0.472 (0.097) <.001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 0.069 (0.007) <.001 -0.149 (0.025) <.001
  거주 지역(서울 광역시 시 기준) -0.067 (0.014) <.001 -0.282 (0.065) <.001
  기준년도(2008년) 가구연소득(백만원 단위) 0.014 (0.001) <.001 -0.009 (0.001) <.001
  기준년도 박탈지수 -0.054 (0.009) <.001 0.577 (0.014) <.001
  상수 8.094 (0.048) <.001 -0.686 (0.190) <.001

3. 가구의료비 변화비가 빈곤  박탈수 에 미치는 향

  가구의료비 변화비(T1/T0)에 따라 이후 4년(2009~2012) 동안 빈곤 및 박탈지표가 어떻게 향

을 받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GEE 모형의 결과는 <표 3>에서와 같다. 분석 결과 로그-변환 가구의

료비 변화비[ln(T1/T0)]가 증가할수록 상대빈곤(중위소득 60% 기준)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OR 1.03, 95% CI 1.00-1.08, p=.032), 가구연소득에서도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β=-0.009, 

SE=0.003, p=.011). 절대빈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기준) 발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학적으로는 경계선상의 유의성만이 관찰되었다(OR 1.04, 95% CI 0.98-1.10, p=.167). 하지

만 박탈지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β=-0.003, SE=0.014, p=.789).

〈표 3〉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구의료비 변화비(로그변환)와 이후 4개년도

(2009~2012) 빈곤 및 박탈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주: 오즈비 (95% 신뢰구간), 회귀계수(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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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  박탈수 에 미치는 향

  가구의료비 변화비(T1/T0)의 임계값(k)을 3.0, 4.0, 5.0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기준 이상인 경우

(T1/T0≥k)를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가구로 정의하 을 때,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이후 4년

(2009-2012년) 동안 빈곤 및 박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GEE 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는 <표 4>에서와 같다. 분석 결과 전년대비 3배 이상 가구의료비 상승을 경험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상대빈곤(중위소득 60% 기준)의 발생이 1.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R 1.18, 95% CI 1.02-1.36, p=.022), 가구연소득에서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β=-0.037, 

SE=0.013, p=.005). 절대빈곤(기초생활 수급권 기준) 발생은 1.5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OR 

1.54, 95% CI 1.25-1.89, p<.001), 박탈지수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 다(β=0.120, SE=0.052, p=.020). 

가구의료비 변화비의 임계값을 4.0 또는 5.0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과 빈곤 

및 박탈지표와의 연관성은 대체로 유의하게 인정되었으나, 중위소득 60% 기준의 상대빈곤 발생 

및 박탈지수에 대해서만은 경계선상에서의 연관성만이 관찰되었다(상대빈곤 p≤.173, 박탈지수 p

≤.158). 

〈표 4〉 일반화 추정 방정식 모형을 통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과 이후 4개년도(2009-2012) 빈

곤 및 박탈지표와의 연관성 분석

중위소득 60% 미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OR (95% CI) p OR (95% CI) p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모형(T1/T0≥k)
    모형1: T1/T0≥3.0
      전년대비 3배이상 상승(3배미만 기준) 1.18 (1.02-1.36) .022 1.54 (1.25-1.89) <.001
    모형2: T1/T0≥4.0
      전년대비 4배이상 상승(4배미만 기준) 1.11 (0.95-1.30) .173 1.71 (1.37-2.14) <.001
    모형3: T1/T0≥5.0
      전년대비 5배이상 상승(5배미만 기준) 1.17 (1.005-1.39) .056 1.81 (1.43-2.29) <.001

가구연소득(로그변환) 박탈지수
β (SE) p β (SE) p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모형(T1/T0≥k)
    모형1: T1/T0≥3.0
      전년대비 3배이상 상승(3배미만 기준) -0.037 (0.013) .005 0.120 (0.052) .020
    모형2: T1/T0≥4.0
      전년대비 4배이상 상승(4배미만 기준) -0.040 (0.015) .007 0.105 (0.056) .061
    모형3: T1/T0≥5.0
      전년대비 5배이상 상승(5배미만 기준) -0.050 (0.016) .002 0.084 (0.060) .158

주 1) 오즈비 (95% 신뢰구간), 회귀계수(표준오차)

   2) T0과 T1은 각각 2007년도 및 2008년도 가구의료비를 뜻함
   3) 모든 분석모형에 대해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결혼상태, 가구주 주관적 건강수

준, 거주 지역, 기준년도 가구연소득, 기준년도 박탈지수를 보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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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고찰  결론

  본 연구는 가구의료비의 과다상승이 빈곤과 박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된 종단적 관찰연구로,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가구의료비 변화비가 증가

함에 따라 상대빈곤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대비 가구의료비가 

3배 이상 상승한 가구에서 상대빈곤의 발생은 1.18배 증가하 고, 절대빈곤은 1.54배 증가하 고, 

박탈수준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구의료비가 3배 이상 상승한 가

구를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가구로 정의할 경우 이에 대한 인구비율은 본 연구표본에서 24.3%에 

이른다.

  본 연구는 가구의료비의 역동적 변화가 빈곤과 박탈을 일으키는 유의한 향요인임을 보여

준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빈곤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빈곤발생의 다차원적 요인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료비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이를 독립적 향요인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가구의료비의 과부담은 지불능력에 대한 가구의료비의 비율로 정의되어왔다. 연구

자에 따라 지불능력 및 임계값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다르게 제시되었지만, 2003년 세계은행 및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이와 같은 정의방식은 거의 모든 연구자에게 일반적

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3; Xu et al., 2003).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된 과부담의료비가 실제 가구에서 빈곤 및 박탈 수준을 높이는지에 대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송은철·신 전, 2010; 신현웅 외, 2010). 보다 정확하게 말하

자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는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가구의료비가 비자발적, 비의도적, 비재량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년도와 비교하

여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실제 가구에 미치는 부정적 향이 보다 클 것이라는 가정으로 가구

의료비 과부담을 가구의료비의 변화비로 조작화하 다. 이와 같은 정의방식은 최소 2개년도 가구

의료비가 연속적으로 수집된 종단적 자료가 있어야만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은 기존의 측정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가구의료비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빈곤 및 박탈의 

발생기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다. 가구단위에서 특정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가구원들은 

그만큼 소득을 늘리거나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구의료비가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는 가구원의 건강수준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

시장에 참여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결국 가구의료비의 과

다상승은 우선적으로 다른 소비지출 항목을 과다하게 줄이도록 강제하여 가장 먼저 가구 수준에

서 박탈을 유발한다(1단계). 하지만 가구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만으로 충

분하지 못한 경우, 가구는 비의도적으로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과다하게 얻는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하고 이는 결국 빈곤을 유발시킨다(2단계). 실제 본 연구에서 박탈은 가구의료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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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승이 일어난 기준년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빈곤의 대리지표인 소득수준의 감소는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일어난 다음년도에서 시작되어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은 생애사적 위기 사건으로 간주되어 빈곤 및 박탈에 대한 즉시적 

예측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빈곤역동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빈곤진입의 즉각적인 유발요인으

로서 생애사적 위기사건을 강조하고 있다(Dewilde, 2003; Vandecasteele, 2010). Beck(1992)에 따르

면 현대사회에서 위기는 중산층에게까지 보편화 되어 있으므로(democritization of risk), 점차 수

직적 불평등(사회계층,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못지 않게 수평적 불평등(자녀의 출생, 실직, 

이혼 등의 생애사적 위기사건)이 중요한 사회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

비(T/y)는 가구의료비(T)와 지불능력(y)으로 구성된 지표로 지불능력(y)과 반비례적 관계를 가지므

로 측정 시점에서 이미 수직적 불평등의 요소를 반 하고 있다. 따라서, 과부담의료비는 빈곤 및 

박탈의 예측요인이기 보다 현 시점에서 저소득 취약가구를 보다 민감하게 표집하게 하는 지표이

다. 이에 반해 가구의료비의 과다상승(T1/T0)은 전년도(T0) 및 기준년도(T1) 가구의료비로 계산된 

지표로 수직적 불평등 요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수평적 불평등으로 설명되는 생애사적 위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 가구는 비과다상승가구와 비교하

여 기준년도에서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

년 후 가구소득 수준을 낮추는 예측요인으로 작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가구의료비 변화비의 로그-변환값은 대표적인 빈곤대리변수인 가구연소득의 로

그-변환값과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는 선형함수로 추정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구의료비 변화비(T1/T0≥k)의 임계값(k)을 어떠한 값으로 정하더라도 이후 관찰기간에서의 가구

연소득과 음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구의료비 변화비의 로그-변환값은 

이후 관찰기간에서의 박탈지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 이는 두 변수 간에 선형함수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연구자는 가구의료비의 변화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 고, 임계값(k)이 3.0일 때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가구는 이후 관찰기간에서 

상대빈곤, 절대빈곤, 가구연소득 그리고 박탈수준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은 빈곤 및 박탈 발생을 예측하는 최소수준의 값으로 

가구의료비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가구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

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변수 요인을 분석과정에 포함시키지 못하 다. 질병 발생의 종류, 

기간, 중증도, 가구원 사망여부 등은 가구의료비와 빈곤 및 박탈에 모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변

수들이 측정되어 분석되어질 수 있다면 질병발생, 가구의료비 상승, 빈곤 및 박탈의 발생에 대한 

선후적 인과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선택적 비뚤림

(selection bias)에 의한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연구만으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

진입의 원인적 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예컨대 어떤 가구에서 가구의료비 상승은 사전에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건강위험에 노출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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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곤 및 박탈의 발생은 가구의료비 상승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선택적 비뚤림에 의

한 효과는 기준년도 이전자료를 연구자료에 포함시키고 방법론적으로 통제함으로 해결할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 결과만으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과 빈곤과의 연관성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 연

구결과의 외적타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수들간의 연관성이 2008년 이외의 기준년도에서도 

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한국복지패널의 추적관찰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경우 이와 같은 

연구들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이 

빈곤과 박탈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선행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현실

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의료빈곤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거나 중증질환자 재난적의료비 본

인부담금 감면제도 등 의료빈곤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구의료비 과다상승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향후 보다 다양한 표본자료에 적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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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우울감에 미치는 종단  향 분석 

: 혼합 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A longitudinal analysis of depression on children’s growth using mixed effects model

백 은(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1차(2006년), 4차(2009년), 7차(2012년) 총 3차례의 데이터에서 

나타난 총 75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 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

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의 우울감이 성인의 우울증으로 이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개인적인 위험요인 중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여 유의한 변수를 찾는다; 둘째, 사회적인 위험요인 중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여 유의한 변수를 찾는다; 셋째,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우울감에 위험요인을 모델에 적합시켜 아동

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다. 종단적 분석 결과 성별, 비만여부, 학업성적, 건강상

태, 음주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와 같은 변수에서 우울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동의 우울 문제에 대해 논의하 다.

제1  서론

우울감은 불안과 더불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정서경험

이며 그 정도가 심화되면 인지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 등의 심리적 장애와 다양한 신체적 

장애가 수반된다. 아동에게 있어서 건강은 배우고 성장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며, 

특히 정신건강은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아동발달분야에서 정신건강은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 중 하나이다(Stagman & Cooper, 2010). 아동들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많은 심리

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도 

청소년 대면 개인상담 중 정신건강 상담의 비중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은 2007년 8%에 

불과했던 비중이 5년 사이에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과 자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필요시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우울감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울감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사회적

인 위험요인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우울에는 다양한 개인적인 요인(성

별, 비만, TV/Internet, 학업성적 등)들이 작용한다. 우울증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취약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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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아동기에는 남녀 우울감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청소년기로 진행되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뚜렷하게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Kovacs, 1996). 또한 비만아동은 사회의 부정적 

태도나 동료들의 조롱을 경험하면서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며 용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여지거나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된다(김이순, 2000; Whaley & Wong, 1991). 실제로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지수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은경, 2010). 성인과 다르게 아동은 키와 몸무게가 성장하는 시기이

므로 단순히 BMI(Body Mass Indes)로 비만을 측정하지 않고 성별과 표준체중에 따라 체질량 지

수를 계산하는 비만도(Degree of obesity index)를 사용한다(대한소아과학회․질병관리본부, 2007) 

따라서 선행연구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 데이터에서 응답된 키

와 몸무게, 성별 변수로 비만도를 계산하여 비만에 대한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파악하려 한다. 개

인적인 위험에 속하는 다른 변수로는 TV시청, Internet 사용 변수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울

산시 초등학교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과다사용은 우울과 상관관계

가 있으며 우울과 인터넷사용간의 전후 관계를 주목하면 우울해서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울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신현, 2008; 황윤원, 이동훈, 

2011). 또한 과도한 TV시청은 우울감에 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ichel Lucas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응답한 TV시청시간, Internet사용시간 변수를 개인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위험에 속하는 변수로는 학업성적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따른 학업성취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우

울감이 높을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다(한유진, 1994).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도 존재하는 주관적인 학업성적에 대한 변수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 중 하나로 학업성적

에 대한 변수를 분석 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요인 변수들 이외에도 성별, 연령, 건강상

태 등의 요인들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의 우울에는 사회적인 요인(가족구조, 가족소득, 형제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친구관

계, 비행경험, 학교폭력 등)들이 작용한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동들 중 대부분의 경우는 아동

에게 부정적인 향을 주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Hammen & Brennan, 2003; 

Hammen et al., 2004). 또한 아동기에서는 아동학대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부정

적이며 청소년기에서는 아동학대 정도가 심할수록,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부모 가

구의 청소년일수록, 그리고 전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임을 밝혀낸 연

구결과가 있다(김선숙,2010). 청소년의 경우 가구 구성형태와 부모의 결혼상태 등이 우울감의 정

도에 향을 주고(김선하, 김춘경, 2006),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우울증의 발병률은 

높아지며 실제로 낮은 가구 소득은 가구내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의 행동적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Catalano, 1981; Catalano, 

1997; Carol et al, 2009). 또한 한국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우울 병리에 향

을 줄 수 있다고 밝혀져 있으며(송도호,1999), 학교폭력 발생률이 약 60%로 전체 37개 국가 중 

10위로 보고되어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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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아름, 2013).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한국복지패널데이터는 전국적으로 조사되어진 대표본 

데이터이므로 기존연구보다 일반화된 분석결과를 알 수 있다. 둘째,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

하여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복지패널 데이터가 종단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적인 연

구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많은 논문들이 추후연구 해야 할 부분으로 종단적인 연구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횡단적 연구로 인해 한계가 되었던 연구들을 보충하려 하며 초등학생 때의 우울감 및 정신

건강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환경을 거쳐 성장함에 따라 변화 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현재 아

동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었

기에 본 연구는 아동의 정신건강 분야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제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되어진 아동 총 759명의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그림1]. 연구대상 아동들은 1차 2006년에서 초등학교 4,5,6학년(연령 10,11,12) 아동들로, 이

들은 4차 2009년에는 중학교 1,2,3학년(연령 13,14,15), 7차 2012년에서는 고등학교 1,2,3학년(연령 

16,17,18)으로 성장하게 된다. 사전 기초분석결과에 따르면 1차(2006년)에는 총 759명의 아동이 나

타났으며 그 중 150명이 탈락하여 4차(2009년)에서는 609명의 아동이 설문되어졌고, 7차(2012년)

년에서는 4차(2009년)에서 88명이 탈락하여 총 521명이 조사되어졌다. 중간에 추가된 아동은 없

으며 기존에 조사되었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종단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1〕 한국복지패  아동부가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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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연구의 아동들은 초등학생의 시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의 시기를 거치며 신체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그림2]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신체적인 성장을 보

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들이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의 변화 가운데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림 2〕 남녀아동의 키

2. 분석변수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아동 부가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표1> : 응답자 

특성, 학교생활 (전학경험, 학교생활, 학업성적, 친구관계), 생각과 행동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 비행(음주, 흡연,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구타함, 돈이나 물건

을 뺏은 경험,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 가출경험, 무단결석, 폭력써클가입, 패싸움, 성추행 피해 경

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놀림이나 조롱당함, 따돌림이나 왕따 당함, 비방이나 헐뜯음 당함, 협박

이나 위협 당함, 돈을 빼앗긴 경험, 폭행당함),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방임), 생활 및 서

비스 이용(TV시청 및 인터넷사용, 의논상대, 참여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 방과 후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 등. 이 중에서 1차, 4차, 7차년도에서 동일하게 조사되어진 항목을 선별하여 분

석변수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는 가구원조사에 포함되어있어서 아동 

부가조사 뿐만 아니라 가구조사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인 모델은 [그림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3]에서는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

(아동 개별 수준이나 학교 맥락 수준)들을 보여준다. 개인수준요인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이나 

가족배경, 신체활동, 왕따, 사회적 성능 등이 포함되며 학교연관요인에는 학교의 특성을 반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수준요인과 학교연관요인이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사회적인 위험요인으로 나누어서 변수를 설정

하 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위험요인 변수들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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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아동 정신건강의 개념 인 모델

〈표1〉변수 정의

위험요인 분류 형태 변수명 정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개인적인 
위험요인

범주 나이
2006년 : 10살 (0,0), 11살(1,0), 12살(0,1)

2009년 : 13살 (0,0), 14살(1,0), 15살(0,1)

2012년 : 16살 (0,0), 17살(1,0), 18살(0,1)

범주 성별 남자-0 , 여자-1

범주 비만도(DOR) 정상–0 , 비만(과체중, 비만)-1

범주 학업성적 잘함-0 , 못함(아주못함,못함)-1

범주 건강상태 좋다-0 , 나쁘다(아주나쁘다,나쁘다)-1

연속 TV시청 hours/1days

연속 Internet 사용 hours/1days

범주 음주경험 없다-0 , 있다-1

사회적인 
위험요인

가족적인 
위험요인

범주 가족구조 양부모-0 , 한부모-1

범주 가족소득 일반가구-0 , 저소득층가구-1

범주 가족 내 우울감여부 없다-0 , 있다-1

범주 형제여부 없다-0 , 있다-1

범주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매우불만족, 불만족)-0 , 만족함-1

범주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매우불만족, 불만족)-0 , 만족함-1

범주 부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0,0), 고등학교(1,0), 전문대학이상(0,1)

범주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0,0), 고등학교(1,0), 전문대학이상(0,1)

친구관계 
위험요인

연속 친구관계-또래애착 0점(전혀 그렇지 않다)~3점(항상 그렇다), 총점=12

연속 친구관계-친구의 비행 0점(전혀 그렇지 않다)~3점(항상 그렇다), 총점=18

연속 학교폭력 피해경험 0점(전혀 그렇지 않다)~3점(항상 그렇다), 총점=18

종속변수 범주 우울감

1차년도와 4차년도, 7차년도의 우울및불안 문항의 
수가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우울감percent를 

계산하 다.

문항수 점
개인의 우울감 총점수

우울감  

우울감percent 35 미만-0 , 우울감percent 35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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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2006년(n=698) 2009년(n=562) 2012년(n=465)

Freq(%) Freq(%) Freq(%)

Individual characteristics

나이

10 247(35.4%)

11 238(34.1%)

12 213(30.5%)

13 196(34.9%)

14 198(35.2%)

15 168(29.9%)

16 159(34.2%)

17 166(35.7%)

18 140(30.1%)

성별                          여자 332(47.6%) 277(49.3%) 228(49.0%)

비만도(DOI)                   비만 141(20.2%) 78(13.9%) 60(12.9%)

학업성적                      못함 63(9.0%) 165(29.4%) 148(31.8%)

건강상태                     나쁘다 17(2.4%) 19(3.4%) 20(4.3%)

TV시청 시간(hours/1days)      

MEAN(SD)
2.8(1.8) 2.3(4.4) 1.6(1.7)

Internet사용 시간(hours/1days) 

MEAN(SD)
1.6(3.9) 1.7(4.3) 1.4(1.3)

음주 경험                   있다 47(6.7%) 47(8.4%) 133(28.6%)

Family characteristics

가족구조                    한부모 104(14.9%) 120(21.4%) 105(22.6%)

가구소득구분                저소득층 
가구

233(33.4%) 164(29.2%) 122(26.2%)

가족 내 우울감여부          있다 174(24.9%) 136(24.2%) 56(12.0%)

형제여부                    없다 347(49.7%) 482(85.8%) 383(82.4%)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147(21.1%) 148(26.3%) 132(28.4%)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인구 통계적 변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요약하고 Chi-square,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변수들을 분석하 다. 또한 혼합 효과 모형(M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신건강을 미치는 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모델

을 구축하 다. 변수는 유의수준 0.05로 검증할 것이며 분석은 SAS 9.3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제3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인 우울감 점수가 없거나 나이의 범위에

서 벗어나는 대상은 제거하 다. 이와 같은 데이터정리과정을 통해 원데이터에서 1차, 4차, 7차년

도에서 각각 61명 .47명, 56명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1차, 4차, 7차년도에서 각각 698명, 562명, 

4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2>과 같다. 

〈표2〉Baseline characteristics among eligible subjects fo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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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2006년(n=698) 2009년(n=562) 2012년(n=465)

Freq(%) Freq(%) Freq(%)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105(15.0%) 98(17.4%) 94(20.2%)

부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86(26.7%) 181(32.2%) 158(34.0%)

고등학교 281(40.3%) 219(39.0%) 178(38.3%)

전문대학이상 231(33.1%) 162(28.8%) 129(27.7%)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51(21.9%) 140(24.9%) 121(26.0%)

고등학교 410(58.7%) 311(55.3%) 248(53.3%)

전문대학이상 135(19.3%) 111(19.8%) 96(20.7%)

Friends characteristics

친구관계 – 또래애착          
MEAN(SD)

9.3(2.3) 9.3(1.9) 9.3(1.8)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MEAN(SD)

1.6(2.0) 1.8(2.3) 2.5(2.7)

학교폭력 피해경험            
MEAN(SD)

1.8(2.6) 0.9(1.9) 0.5(1.2)

Characteristics

2006년(n=698) 2009년(n=562) 2012년(n=465)

Depression

(n=75)

No 

Depression

(n=623)

Depression

(n=80)

No 

Depressio

n

(n=482)

Depression

(n=76)

No 

Depressio

n

(n=389)

Individual characteristics 　 　 　 　 　 　

나이 　 　 　 　 　 　

10 27(36.0%) 220(35.3%) 　 　 　 　

11 27(36.0%) 211(33.9%) 　 　 　 　

12 21(28.0%) 192(30.8%) 　 　 　 　

13 　 　 26(32.5%) 170(35.3%) 　 　

14 　 　 27(33.8%) 171(35.5%) 　 　

15 　 　 27(33.8%) 141(29.2%) 　 　

16 　 　 　 　 24(31.6%) 135(34.7%)

17 　 　 　 　 30(39.5%) 136(35.0%)

18 　 　 　 　 22(29.0%) 118(30.3%)

주 : 1) 성별, 비만도,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가족구조, 가족소득구분, 가족 내 우울감여부, 형제여부, 부의 가
족관계 만족도,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은 dummy variable로 0과 1로 분류 하
으며 오른쪽에 표시한 값들을 1로 코딩하 다. 

2) TV시청시간, Internet사용시간, 친구관계-또래애착, 친구관계-친구의 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수들은 연속변
수로 간주하 다. 또한 ‘친구관계–또래애착’의 총점은 12점이며, 친구관계-친구의 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총점은 각각 18점이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아동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우울및불안 변수는 1차년도에는 13문항, 4차년

도와 7차년도에는 한 문항이 추가되어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우울감 

Percent(문항수 점
개인의 우울감 총점수

 )를 계산하 으며 분포를 확인하여 35%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정

하 다. 35%이상의 아동들은 우울감이 있다고 설정하고 35%미만인 아동들은 우울감이 없다고 

설정하 으며 우울감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한 일반적 특성은 <표3>와 같다.

〈표3〉Baseline characteristics b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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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2006년(n=698) 2009년(n=562) 2012년(n=465)

Depression

(n=75)

No 

Depression

(n=623)

Depression

(n=80)

No 

Depressio

n

(n=482)

Depression

(n=76)

No 

Depressio

n

(n=389)

성별                          여자 32(42.7%) 300(48.1%) 45(56.3%) 232(48.1%) 48(63.2%) 180(46.3%)

비만도(DOI)                   비만 18(24.0%) 123(19.7%) 19(23.7%) 59(12.2%) 18(23.7%) 42(10.8%)

학업성적                      못함 14(18.7%) 49(7.9%) 36(45.0%) 129(26.8%) 32(42.1%) 116(29.8%)

건강상태                     나쁘다 6(8.0%) 11(1.8%) 10(12.5%) 9(1.9%) 12(15.8%) 8(2.1%)

TV시청 시간(hours/1days)      

MEAN(SD)

2.9(1.6) 2.8(1.8) 3.5(11.1) 2.1(1.4) 1.7(1.6) 1.5(1.7)

Internet사용 시간(hours/1days) 

MEAN(SD)

1.6(1.6) 1.6(4.2) 3.1(11.1) 1.5(1.6) 1.5(1.6) 1.4(1.2)

음주 경험                   있다 11(14.7%) 36(5.8%) 15(18.7%) 32(6.6%) 33(43.4%) 100(25.7%)

Family characteristics

가족구조                   한부모 　 　 　 　 　 　

가구소득구분                   저소득층 
가구

10(13.3%) 94(15.1%) 104(21.6%) 16(20.0%) 95(24.4%) 10(13.2%)

가족 내 우울감여부         있다 29(38.7%) 204(32.7%) 27(33.7%) 137(28.4%) 19(25.0%) 103(26.5%)

형제여부                   없다 18(24.0%) 156(25.0%) 22(27.5%) 114(23.6%) 8(10.5%) 48(12.3%)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34(45.3%) 313(50.2%) 62(77.5%) 420(87.1%) 65(85.5%) 318(81.7%)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하지 
않음

16(21.3%) 131(21.0%) 21(26.3%) 127(26.4%) 17(22.4%) 115(29.6%)

부의 교육수준 16(21.3%) 89(14.3%) 18(22.5%) 80(16.6%) 15(19.7%) 79(20.3%)

중학교이전 　 　 　 　 　 　

고등학교 23(30.7%) 163(26.2%) 29(36.3%) 152(31.5%) 25(32.9%) 133(34.2%)

전문대학이상 31(41.3%) 250(40.1%) 33(41.3%) 186(38.6%) 30(39.5%) 148(38.1%)

모의 교육수준 21(28.0%) 210(33.7%) 18(22.5%) 144(29.9%) 21(27.6%) 108(27.8%)

중학교이전 　 　 　 　 　 　

고등학교 22(29.3%) 131(21.0%) 27(33.8%) 113(23.4%) 20(26.3%) 101(26.0%)

전문대학이상 37(49.3%) 373(60.0%) 39(48.8%) 272(56.4%) 40(52.6%) 208(53.5%)

Friends characteristics 16(21.3%) 119(19.1%) 14(17.5%) 97(20.1%) 16(21.1%) 80(20.6%)

친구관계 – 또래애착          
MEAN(SD)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MEAN(SD) 　 　 　 　 　 　

학교폭력 피해경험            MEAN(SD) 8.5(2.5) 9.4(2.3) 9.0(2.3) 9.4(1.9) 8.9(2.2) 9.3(1.7)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MEAN(SD) 2.6(2.6) 1.5(1.9) 2.8(3.3) 1.6(2.1) 3.2(3.0) 2.4(2.6)

학교폭력 피해경험            MEAN(SD) 4.2(3.9) 1.5(2.2) 2.4(3.3) 0.6(1.5) 1.2(1.9) 0.3(1.0)
주 : 1) 성별, 비만도,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가족구조, 가족소득구분, 가족 내 우울감여부, 형제여부, 부의 가

족관계 만족도,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은 dummy variable로 0과 1로 분류 하
으며 오른쪽에 표시한 값들을 1로 코딩하 다. 

2) TV시청시간, Internet사용시간, 친구관계-또래애착, 친구관계-친구의 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수들은 연속변
수로 간주하 다. 또한 ‘친구관계–또래애착’의 총점은 12점이며, 친구관계-친구의 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총점은 각 18점이다.

2. 일변량분석

우울감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지는 개인적인 위험요인과 사회적인 위험요인에 해당하

는 모든 변수를 연도별로 일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변량분석 결과 2006년도에는 학

업성적과 건강상태, 음주경험, ‘친구관계-또래애착’,‘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다음으로 2009년도에는 비만도, 학업성적, 건강상태, Internet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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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음주경험, 형제여부,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5>. 또한 2012년도에는 성별, 비만도,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가족구조, ‘친구관계-또

래애착’,‘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6>. 

〈표4〉2006년도 Un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06

Odds Ratio(95% C.I) P-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

나이                             10 1.00

                                 11 1.04 (0.59 – 1.84) 0.885

                                 12 0.89 (0.49 – 1.63) 0.708

성별                             여자 0.80 (0.49 – 1.30) 0.369

비만도(DOI)                      비만 1.28 (0.73 – 2.26) 0.387

학업성적                        못함 2.69 (1.40 – 5.15) 0.002**

건강상태                        나쁘다 4.84 (1.74 – 13.49) 0.002**

TV시청 시간(hours/1days)    1.06 (0.94 - 1.20) 0.356

Internet사용 시간(hours/1days) 0.99 (0.94 - 1.06) 0.982

음주 경험                       있다 2.80 (1.36 – 5.78) 0.005**

Family characteristics

가족구조                        한부모 0.92 (0.42 – 1.86) 0.812

가구소득구분                    저소득층 1.30 (0.79 – 2.12) 0.305

가족 내 우울감여부               있다 0.95 (0.54 – 1.66) 0.844

형제여부                         없다 1.22 (0.75 – 1.97) 0.423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0.98 (0.55 – 1.76) 0.951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0.62 (0.34 – 1.12) 0.109

부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0.88 (0.50 – 1.56) 0.659

                                전문대학이상 0.71 (0.38 – 1.33) 0.281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0.59 (0.34 – 1.04) 0.067

                                전문대학이상 0.80 (0.40 – 1.60) 0.528

Friends characteristics

친구관계 - 또래애착 0.85 (0.78 – 0.94) 0.001**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20 (1.10 – 1.32) <.0001***

학교폭력 피해경험 1.32 (1.22 – 1.43) <.0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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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009년도 Un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09 

Odds Ratio(95% C.I) P-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

나이                             10 1.00

                                 11 1.03 (0.58 – 1.84) 0.914

                                 12 1.25 (0.70 – 2.24) 0.449

성별                             여자 1.39 (0.86 – 2.23) 0.179

비만도(DOI)                      비만 2.23 (1.25 – 3.99) 0.007**

학업성적                        못함 2.24 (1.38 – 3.63) 0.001**

건강상태                        나쁘다 7.51 (2.95 – 19.12) <.0001***

TV시청 시간(hours/1days)    1.10 (0.95 – 1.28) 0.028

Internet사용 시간(hours/1days) 1.26 (1.06 – 1.50) 0.009**

음주 경험                       있다 3.25 (1.67 – 6.32) 0.001**

Family characteristics

가족구조                        한부모 0.97 (0.54 – 1.78) 0.932

가구소득구분                    저소득층 1.28 (0.78 – 2.12) 0.333

가족 내 우울감여부              있다 1.22 (0.72 – 2.09) 0.457

(계속)

Covariate
2009 

Odds Ratio(95% C.I) P-value

형제여부                        없다 1.97 (1.09 – 3.54) 0.024*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1.01 (0.59 – 1.72) 0.985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0.69 (0.39 – 1.22) 0.199

부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0.93 (0.54 – 1.60) 0.793

                                전문대학이상 0.66 (0.35 – 1.23) 0.189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1.66 (0.82 – 3.33) 0.158

                                전문대학이상 0.99 (0.52 – 1.91) 0.984

Friends characteristics

친구관계 - 또래애착 0.90 (0.79 – 1.02) 0.089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18 (1.09 – 1.28) <.0001***

학교폭력 피해경험 1.39 (1.25 – 1.54) <.0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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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12년도 Un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12

Odds Ratio(95% C.I) P-value

Individual characteristics

나이                             10 1.00

                                 11 1.24 (0.69 – 2.23) 0.471

                                 12 1.05 (0.56 – 1.97) 0.882

성별                             여자 1.99 (1.19 – 3.30) 0.008**

비만도(DOI)                      비만 2.56 (1.38 – 4.76) 0.003**

학업성적                        못함 1.71 (1.03 – 2.84) 0.037*

건강상태                        나쁘다 8.93 (3.51 – 22.69) <.0001***

TV시청 시간(hours/1days)    1.04 (0.91 – 1.20) 0.552

Internet사용 시간(hours/1days) 1.07 (0.89 – 1.29) 0.449

음주 경험                       있다 2.22 (1.34 – 3.68) 0.002**

Family characteristics

가족구조                        한부모 0.46 (0.23 – 0.94) 0.033*

가구소득구분                    저소득층 0.93 (0.53 – 1.63) 0.789

가족 내 우울감여부              있다 0.84 (0.38 – 1.85) 0.657

형제여부                        없다 0.76 (0.38 – 1.51) 0.431

부의 가족관계 만족도            1.46 (0.81 – 2.61) 0.205

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1.04 (0.56 – 1.92) 0.910

부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1.08 (0.60 – 1.93) 0.799

                                전문대학이상 1.03 (0.55 – 1.95) 0.917

모의 교육수준                   중학교이전 1.00

                                고등학교 0.97 (0.54 – 1.75) 0.922

                                전문대학이상 1.01 (0.49 – 2.08) 0.978

Friends characteristics

친구관계 - 또래애착 0.86 (0.74 – 0.99) 0.034*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11 (1.02 – 1.20) 0.014*

학교폭력 피해경험 1.47 (1.24 – 1.73) <.0001***

   *p<.05, **p<.01, ***p<.001

3. 다변량 분석

일변량 분석을 통해 각 연도별로 유의했던 변수들만을 선별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2006년도에 일변량 분석에서 학업성적과 건강상태, 음주경험, ‘친구관계-또래애착’,‘친구관계-친구

의 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 총 6가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변수선택과정을 통해 정리한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건강상태와 음주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계속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변수선택과정은 일변량분석에서 유의했던 모든 변

수로 다변량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으며 p-value값이 가장 큰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여 선택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도에는 일변량분석에서 비만, 학업성적, 건강상태, Internet사용 

시간, 음주경험, 형제여부,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 총 8가지가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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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총 5가지만 계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8>. 2012년도에는 일변량 

분석에서 성별, 비만도,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가족구조, ‘친구관계-또래애착’,‘친구관계-친

구의비행경험’,학교폭력 피해경험 총 9가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변량분석에서는 아래와 같

이 성별, 비만, 건강상태, 음주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족구조 총 6가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9>. 연도별로 유의한 변수들을 종합하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4]. 2006년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건강상태, 음주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는 2009년과 2012년에도 공통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2006년과 2009년에는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변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변수는 2009년도에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는 성별, 

비만, 가족구조 총3개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7〉2006년도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06

Odds Ratio (95% C.I) P-value

건강상태 - 나쁘다 3.43 (1.10 – 10.68) 0.033*

음주 경험 - 있다 2.17 (1.01 – 4.70) 0.048*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23 (1.02 – 1.25) 0.023*

학교폭력 피해경험 1.29 (1.19 – 1.39) <.0001***

   *p<.05, **p<.01, ***p<.001

〈표8〉 2009년도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09

Odds Ratio (95% C.I) P-value

학업성적 - 못함 1.88 (1.10 – 3.23) 0.021*

건강상태 - 나쁘다 4.81 (1.62 – 14.29) 0.004**

음주 경험 - 있다 2.71 (1.28 – 5.71) 0.008**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13 (1.03 – 1.24) 0.01*

학교폭력 피해경험 1.34 (1.20 – 1.50) <.0001***

   *p<.05, **p<.01, ***p<.001

〈표9〉 2012년도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f depression

Covariate
2012

Odds   Ratio (95% C.I) P-value

성별 - 여자 2.10 (1.11 – 3.67) 0.022*

비만 2.69 (1.30 – 5.59) 0.008**

건강상태 - 나쁘다 4.48 (1.53 – 13.07) 0.006**

음주 경험 - 있다 2.20 (1.17 – 4.15) 0.014*

학교폭력 피해경험 1.42 (1.18 – 1.71) 0.0002**

가족구조 - 한부모 0.39 (0.17 – 0.88) 0.023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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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일변량 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 벤다이어그램

4. 혼합모형분석(Longitudinal Mixed effects model)

다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했던 변수들을 선택하여 1차, 4차, 7차 총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조사

되어진 6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다. 먼저 앞에서 보았던 다변량분석에서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

으로는 나타난 성별, 비만,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족구조 총 8가지의 변수로 종단적분석을 한 결과 우울감에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비만,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총 7가지로 

나타났다. 종속적인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10>와 같다. 결과를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우울

감이 있을 오즈(Odds)가 61% 높고 비만인 학생이 정상인 학생에 비해 우울감이 있을 오즈는 

60% 높다. 또한 학업성적인 나쁜 학생은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우울감이 있을 오즈가 71% 

높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은 건강상태가 좋은 학생보다 우울감이 있을 오즈는 4.21배로 나타

났다.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우울감이 있을 오즈는 89% 높다. 학교

폭력 피해경험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있을 오즈는 23% 높아지며 친구의 비행경험점수

가 1점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있을 오즈는 12%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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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Longitudinal Mixed effecs model result 

Covariate Odds Ratio(95% C.I) P-value

성별 - 여자 1.61 (1.11 – 2.34) 0.011*

비만 1.60 (1.11 – 2.31) 0.012*

학업성적 - 못함 1.71 (1.19 – 2.47) 0.004**

건강상태 - 나쁘다 4.21 (2.34 – 7.57) <.0001***

음주경험 - 있다 1.89 (1.23 – 2.91) 0.003**

학교폭력 피해경험 1.23 (1.16 – 1.31) <.0001***

친구관계 - 친구의비행경험 1.12 (1.05 – 1.19) 0.0003**

   *p<.05, **p<.01, ***p<.001

제5  논의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 4,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로 개인적인 위험요

인과 사회적인 위험요인 중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유의한 변수를 찾는 것과 

찾아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아동의 성장과정 중에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연

구결과를 통하여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아동의 우울감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에는 건강상태, 음주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학교폭

력 피해경험이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4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우울감에 

향을 준 4가지 변수와 추가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울감에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

에는 1차년도부터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준 3가지 변수뿐만 아니라 성별, 비만여부, 가족

구조의 변수들도 우울감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종단적 분석결과에서

는 성별, 비만, 학업성적, 건강상태, 음주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모

두 우울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한 결과는 보 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이것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우울감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는 남녀의 우울비율이 비슷하지만 청소년기로 진

행하면서 여성이 남자에 비해 뚜렷하게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다(Kovacs, 1996). 둘째, 비만의 여부가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만인 아동일수록 정상인 아동보다 우울감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비만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지수도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은경, 

2010). 세 번째, 학업성적이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우울감에 향을 쉽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할수록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한유진,1994). 넷째, 음주경험이 우

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감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변수에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경험’, ‘다른 아이들이 

- 152 -



백영은 /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우울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분석

나를 따돌리고 무시한 경험’,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린 경험’, ‘다른 아이들

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경험’,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어서 물건을 뺏긴 경험’, ‘다

른 아이들이 나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험’ 총 6가지의 문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우울감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이 우울감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친구의비행경험’ 변수에는 ‘내친구들은 담배를 피

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 있다’, ‘내 친구들은 남을 폭행한 

적 있다’, ‘내친구들은 무단결석한 적 있다’, ‘내친구들은 삥듣은 적이 있다’등의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많은 친구가 있는 학생일수록 우울감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우울 병리에 향을 줄 수 있

다고 밝혀져 있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송도호,1999). 그러나 TV시청시간, 

Internet사용시간, 가족구조, 가구소득, 가족 내 우울감여부, 형제여부, 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으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 뿐만 아니라 종단적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TV시청과 인터넷 과다사용

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전신현, 2008; 황윤원, 이동

훈, 2011).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TV시청시간과 Internet사용시간이 막연

한 사용시간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TV시청 프로그램종류나 Internet사

용의 이유나 목적을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동들 중 대부분의 경

우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향을 주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는 선행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가족구조 변수 이외에는 가족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Hammen & Brennan, 2003; Hammen et al., 2004). 놀랍게도 2012년도 가족구조 결과를 보면 한

부모가정의 아이보다는 양부모가정의 아이가 우울감에 더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양부모의 가구의 청소년일수록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선숙, 

2010). 

본 연구는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횡단적 연구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연구들을 보충할 수 있으

며, 총 3회에 걸쳐 조사되어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 때의 우울감이 중·고등

학교 과정의 환경을 거쳐 성장하면서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어 아동의 우울감에 이

해를 높이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종단적 분석과 달리 본 연구는 한 지역 대상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진 대표본 데이터에 대한 연구이므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켜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이 아동의 우울

감에 미치는 요소로 연구된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이 조사되지 않아 비교해 

볼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패널데이터의 변수가 추가되어짐에 따른 후속연구

를 통하여 해소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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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지  변화와 건강상태 

Welfare Transitions and the Health Status : Self-assessed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안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조미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에서 8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보장 급여의 수급지위 

변화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우울·주관적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통

계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할수록 수급경험과 수급지위변동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사라짐으로

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수급지위변동과 우울의 관계가 허위의 관계일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

만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상태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계속적인 비수급 집단

보다 모든 모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급진입과 수급탈출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미비한 것으로 밝혀져 ‘건강선택설’ 이론이 지지되었다. 반면 주관적건강의 경우, 모든 모

델에서 수급에서 비수급으로 수급탈출 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이 발견되어 

‘사회적 인과설’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제1  서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로 자리매김하

다. 이는 1961년부터 약 40년 동안 시행되어온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여 잔

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대로 기능한다면 수급지위의 획득은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질 향상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는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편적인 기본생활보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의 자립지원에도 목적이 있는 한 자립․자활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수급자들의 건강상태는 제도를 운 하고 개선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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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의 국가들은 자활․자립을 강조하는 성격으로 사회정책을 개혁하면서 공공부조와 건강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 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6년 개인의 책임과 근로활동을 강조하는 

PRWORA(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on Act)를 발표하고, 수

급기한에 제한을 두는 TANF(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로 공공부

조를 개혁하 다(Danziger, Carlson and Henly., 2001; Dooley and Prause, 2002; Jayakody, 

Danziger and Pollack. 2000). 유럽국가에서도 노동시장진출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제도적 개혁

이 진행되었으며, 한 예로 독일은 2005년 Hartz IV라 불리는 정책 개혁을 통해 기존의 실업급여

와 공공부조를 통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

우, 급여수급에 제한을 두는 등 노동시장참여촉진 전략을 꾀하 다(Huber, Lechner and 

Wunsch., 2011). 이처럼 탈수급을 촉진하는 형태로 자립을 장려하게 되면서 정책전문가와 현장의 

실천가들은 자연스럽게 수급자들의 수급탈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수급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주목하게 되었다.(Ayala and Rodriguez, 2013; Bitler and Hoynes., 2006; 

Boothroyd and Olufokunbi, 2001; Butterworth, Crosier and Rodgers, 2004; Coiro, 2008). 

공공부조 수급과 건강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수급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

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급자들의 건강행위에 대한 관리나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

려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며, 수급기간 제한제도

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다(Bitler and Hoynes, 2006; Metch and Pollak, 

2005). 외국의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수급자들의 건강상태를 알고 수급진입과 탈출과 같은 수급

지위의 변화가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것은 공공부조 대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공공부조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1년 제도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정책입안자와 학계, 현장 등에서 제

도의 효과적인 운 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그간 근로소득공제 시행, 부양의무자나 근로능력판별기준의 수정, 차상위계층 지원확대 등 

여러 번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박능후, 2013; 노대명, 2013). 하지만 이제까지의 제도

개선은 설립 당시의 제도틀 내에서 이뤄졌다면 조만간 맞게 될 제도개편은 현행 급여체계를 전

면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수급기준의 변화

를 가져와 많은 수급자들과 저소득층이 수급탈출과 수급진입의 수급지위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노대명, 2013). 따라서 수급지위의 변화가 수급자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실제로 이

들의 복지(well-being)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요구되는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수급동태(welfare dynamics)에 대한 연구나 수급지위의 변화가 이들의 복지에 

* 2010년 10월 현재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2013,9,10.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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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의 보고서와 연구들이 수급자들

의 탈수급이나 동태를 파악하고 향요인을 분석하 으나(강신욱․이현주․구인회․신 전․임

완섭, 2006; 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이원진, 2010a; 이원진, 2011), 수급지위변화가 수급자

들의 건강과 같은 실질적인 복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이원진, 

2010b).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급자들의 건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급지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개혁을 

앞두고 수급지위변화의 향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수급지위 변화가 수급

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패널 1~8차년도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진입 및 탈출, 수급지속 등의 수급지위의 변화가 수급자들이 인지하는 주관

적건강(self-assessed health)과 정신적 건강 중 우울(depressive symptoms)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  이론  배경 

1. 사회경제  지 와 건강    

수급지위의 변화는 소득이나 고용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하

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기로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

은 사회적 속성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학 및 보건학을 비롯한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와 이론이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과 이론들을 토대로 사회적 

속성과 건강과의 관계를 1)사회적 속성과 건강의 관계유무, 2)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인과관

계, 3)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매개과정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건강이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건강이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의 

건강상태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소득, 고용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

강수준 간의 관련성은 허위 관계이며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미숙, 2008 

재인용; 네틀던, 1997. p.221). 하지만 지난 세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개선으로 기대수

명이 길어지고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절대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건강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의 여러 사회지표와 경험적 연구들

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김진구, 2012; 김혜련, 2007; ; 엄선희․문춘걸, 2010; 이미숙, 2008; House, 

Lepkowski, Kinney, Mero, Kessler and Herzog, 1994; 2005; Multau, Schooler, 2002). 특히 1980

년대 이후 건강의 사회적 속성에 주목해온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지리적 위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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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에 향을 주게 되면서 건강상태의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

을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ies)’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House, 

2002). 

실제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다루어 오던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사

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이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이상록․이순아, 2010), 사

이 중 ‘빈곤문화론(poverty culture theory)’은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이론

에 따르면,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진입과 순환과 같은 현상은 빈곤계층이 가진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 문화가 커뮤니티 내에서 세습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반(反)빈곤정책에 많은 향을 끼쳤다(이상록․이순아, 2010 재

인용; Bane and Ellwood, 1994; Jordan, 2004). 즉, 기존의 이론과 연구들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자 집단들이 비수급자 집단들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낮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인과관계 : 사회적 인과설 vs. 건강 선택설 

건강이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두 관계 

사이의 인과방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실제 사회현상 속에서는 개인의 건강이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소득이나 고용상태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

인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현상이 함께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각각 소득이나 고용

상태로 측정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속성이 건강상태를 규정한다는 ‘사회적 인과설

(social causation)’과 반대로 개개인의 건강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향을 끼친다는 ‘건강 선

택설(health  selection)’의 대립되는 가설로 설명된다. 이 대립되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들은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통해 행해져왔으나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득, 교육수준, 고용상태, 직업 등 다양하지만,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수급자들과 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과 건강 그리고 고용상태(실업)와 건강의 관계를 중

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소득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소

득계층의 분화와 건강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폭넓게 다루어져왔다.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신체

적 건강 및 우울 등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김진 , 2007; 김혜련, 2005; Van Doorslaer, 1997; Ettner, 1996; Deaton and 

Paxson, 2001; Case, 2001). 특히 국내의 연구들은 노인이나 아동, 빈곤집단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물질적 자원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거나(김진현․원서진, 2011; 박언아․이인숙, 2009; 

유조안, 2012; 장휘숙, 2010), 혹은 최근의 건강불평등 개념과 연관하여 소득과 함께 다른 향요

인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세원․김선숙, 2012; 김태형․권세원․이윤진, 

*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사회계층의 집단이나 건강의 내용에 따라 일치하는 가설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어 두 가
설이 대립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ohrenwend, Levy, Shrout, Schwartz, Navesh, Link, Skodol and Stuev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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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처럼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낮은 소득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 선택설을 토대로 건강이 소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 연구들의 다수가 불건강상태가 소득에 부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지만(Currie and Madrian, 1999), 일부는 불건강이 오히려 소비하락을 가져와 가처분소득

이나 재산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 다(Smith, 1999). 

소득 이외에도 고용상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다. 특히 최근 노

동시장 유연화와 맞물려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

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중 실업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

구들은 대부분 실업이 건강에 부적인 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박세홍․김창엽․신 전, 

2009; Bjorklund, 1985; Bjorklund and Eriksson, 1998). 또한 국내에서는 청년이나 조기퇴직자 등 

취업취약집단의 정신적 건강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 다(신희천․장재윤․이지 , 2008; 

양 순․김지연, 2007; 장재윤․장은 ․김범성․노연희․이지 ․한지현, 2004; 장재윤․장은

․신희천, 2006). 

이러한 연구들 즉, 소득과 건강, 소득과 고용상태(실업)를 다룬 연구들은 건강과 관련 변수들 

간의 내생성(endogeneity)과 선택변이(selectiveness bias)를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기법이나 외생적인 도구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연구 결과 소득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거나 실업이 건강

상태를 낮춘다는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Frijters, Haisken-DeNew and Shieldsl, 

2005; Kuhn, Lalive and Zweimuller, 2007; Lindahl, 2005; Smith, 2007; Gravelle and Sutton, 

2009),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Browning, Dano and Heinesen(2006)과 Böckerman 

and  Ilmakunnas(2009)는 실업과 건강수준의 관계가 허위관계(spurious)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3) 사회경제적 계층과 건강상태의 매개과정 : 자원과 위험요인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을 다룬 연구의 세 번째 차원은 건강상태에 향을 주는 자원과 위험

요인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계층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어떻게 개인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

는지 내부의 작동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건강을 연결해주는 

중간기제로 알려진 요인이 바로 바로 ‘자원(Resources)’과 ‘위험요인(Risk Factors)’이며, 자원은 개

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나 요인들을 의미하며, 위험요인은 반대로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자원의 예로는 자긍심과 자아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 성향이나 운

동,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원과 관계망, 의료서비스와 제도 등이 있으며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위를 비롯하여 스트레스 등을 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 

불안전한 환경 등이 포함된다(신인순, 2010; 이미숙, 2008). 

*Lindahl(2005)는 복권당첨으로 인한 수입을 외생적인 소득이라 보고 스웨덴의 1968, 1974, 198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복권수입금이 건강상태와 사망률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Khun et al(2007)은 실업 대신 ‘공장폐쇄(plan 

clouser)’를 도구변수로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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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강증진 행위나 흡연, 음주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원이나 위험요인에 미치는 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다(김잔디․서제희․신 전․

김창엽, 2013; 조선희․엄애용․전경숙, 2012). 국내의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잔디 외

(2013)는 저소득층의 흡연행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 으며, 조선희 외(2012)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흡연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이 연구들은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건강 위험요인이 크다는 것을 보고하 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

는 연구들은 건강증진행위나 긍정적 성향, 지역적 환경이나 사회서비스 등의 매개요인의 향을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다(김세원․김선숙, 2012; 김태형 외, 2012; 송인한․이한나, 2011; 김동

배․유병선․신수민, 2012). 

2. 공공부조 수 과 건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부조 수급지위와 건강의 관계는 서구 국가들의 반빈곤 사회정책이 

자립을 강조하는 노선을 택하게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 다. 여기서는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

서 진행된 공공부조 수급과 건강을 주제로 다룬 연구들을 소개한 다음, 국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외국의 선행연구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진행된 초기의 연구들은 수급자들의 건강상태를 기술적으로 보여주거나 

비수급집단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주로 보여주었다(Boothroyd 

and Olufokunbi., 2001; Danziger, Kalil and Anderson, 2000; Danzier et al., 2001; Jayakody et 

al., 2000). Danziger et al.(1998)은 미국 미시건의 공공부조 수급 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20~40%가 신체적 건강을 비롯하여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녀 역시 

건강, 학습, 정서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Jayakkody et al.(2000)과 Boothroyd and 

Olufokunbi(2001)는 각각 수급자와 비수급자 그리고 수급자와 탈수급자의 비교를 통해 수급상태

에 있는 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Danziger et al.(2001)는 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정신적 건강(우울), 고용가능성,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공공부조가 건강상태에 미친 향을 파악하고자 하 다.  

위의 연구들이 수급 또는 탈수급의 정태적 상태에서의 건강 상태를 기술한 연구들이라면 

Jayakody et al(2000), Dooley and Prause(2002)는 수급지위와 건강상태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 다. Jayakody et al(2000)은 음주 등의 약물복용, 정신적 건강과 수급상태(비수급/수급)가 양

방향의 인과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두 가지 방향의 분석을 모두 실시하여 불건강상태는 수급가

능성을 높이고, 수급상태 역시 불건강상태를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Dooley and 

Prause(2002) 역시 수급과 건강 간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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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kody et al(2000)이 수급과 비수급이라는 정태적 상태만을 파악한 데 비해  Dooley and 

Prause(2002)은 수급탈출과 수급진입이라는 동태적인 수급지위의 변화와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수급진입은 우울과 음주를 증가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주는 반면 수

급탈출은 건강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음주가 수급진입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수급탈출과는 별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긴 기간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중에는 수급상태와 건강이 별 관계가 없거나 있

더라도 크지 않다고 보고하기도 하며,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Bitler et al., 2006; Currie 

and Grogger, 2002; Kaestner and Tarlov, 2006). Bitler and Hoynes(2006)는 미국의 복지개혁 이

후 공공부조 수급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리뷰한 논문으로서 개인의 수급지위변화와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전체 건강보험 가입률(health insurance coverage)*의 변화, 의료기관 이용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수급탈출율의 증가가 건강보험 가입률을 낮췄으나 의료기관 이용과 

수급지위 변화에 따른 건강상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Kaestner 

and Tarlov(2007)는 수급탈출과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증진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 등을 분석한 결과 수급탈출이 음주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뿐 다른 건강관련 변수와

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이처럼 공공부조 수급과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미국에서 진행되었지만 최근에

는 독일과 스페인에서도 이루어졌다. Huber et al.(2011)은 독일 Hartz IV로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가 통합된 이후 수급자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하 는데, 특히 수급상태와 고용상태, 근로촉진프로

그램에 참여했을 경우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과의 관계를 비교가능 하도록 

하 다. 분석결과 수급상태에 있다가 고용되었을 때 건강상태가 향상되는 반면, 수급자들이 근로

촉진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건강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Ayala and 

Rodríguez(2013)은 스페인의 근로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조(the minimum income 

program of Madrid's Government) 수급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음주, 마약, 게임중독 등 

불건강행위를 matching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신

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높이고 불건강행위를 줄임을 밝혔다.  

외국의 수급지위와 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수급상태와 건강이 부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다수인 가운데 수급지위의 변화나 수급지위의 유지가 건강에 미

치는 향정도가 낮거나 없다는 연구들도 있으며, 인과관계의 방향 역시 건강 선택설과 사회적 

인과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ooley and Prause(2002)과 Huber et al(2011)의 연

구는 수급탈출과 수급진입,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등 다양한 수급지위의 변화에 따른 건강과

의 관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정태적 특성 뿐 아니라 동태적 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 여기서의 건강보험 가입율(health insurances coverage)는 Medicaid나 SCHIP와 같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건강지원프
로그램과 직장보험 등의 사보험 등 모든 건강보험 및 서비스의 가입률을 말한다. 복지개혁 이후 수급탈출한 이들이 증
가하면서 공공제공의 프로그램 가입률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민간 역의 사보험가입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 전체적
으로 건강보험가입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건강의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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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선행연구

수급지위와 건강을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 이후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건강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나 2000년대 초반 일부 

연구자들은 수급자들의 심리상태나 정신적 건강을 분석하기도 하 다(박상규·이병하, 2004; 윤명

숙, 2001; 이용표, 2001). 이중 박상규·이병하(2004)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우울, 자존감, 불안 등을 분석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

반직장인에 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존감이 낮고 우울, 불안 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이

용표(2001)는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정신적 건강과 삶

의 질을 비교하여 이 두 집단의 서비스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수급자집단 내에서도 특

성에 따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한편 박언아·이인숙(2009)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신적 건강

(우울)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위의 연구들은 수급상태에 있는 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거나 횡단자료

를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에 그친데 반해 최근의 성준모(2013)는 복지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이

용,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우울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우울점수가 높은 집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의 지위수급상태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성준모(2013)의 연구가 수급지위의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인데 반해 이상록·이순아(2010)는 우울, 자존감 등의 정신적 

건강을 설명요인으로 보고 빈곤상태*의 결정과 빈곤지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비빈곤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탈출에도 긍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이상록·이순아(2010)의 연구가 비록 빈곤과 비빈곤의 빈곤상태 결정은 물론 빈곤탈출, 

빈곤지속집단 등을 포함하여 빈곤지위의 동태와 정신건강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지만, 

앞서 언급하 듯이, 수급지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국내의 연구는 드물며(이원진, 2010a, 안서연 

외, 2011, 이원진, 2011) 이 연구들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향요인을 주요하

게 살펴본 연구들이다. 여기서 건강상태는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투입되어 높은 건강상태가 

수급탈출을 높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수급동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비록 건강상태를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했지만, 건

강상태는 여러 가지 향요인 중 하나로 투입되었을 뿐 건강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보려고 하는 수급지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본 연구는 이원

진(2010b)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진(2010b)의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

화와 우울의 관계를 수급탈출과 수급지속의 동태적 특성과 두 가지 방향의 인과관계를 모두 고

려하여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 수급진입은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나 수급탈출은 우울수준과는 유

* 여기서의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로 수급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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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은 우울수준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 다. 반대로 우울수준이 수급지위 변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높은 우

울이 수급진입을 증가시키며 수급탈출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울수준이 

높으면 탈수급하더라도 빈곤한 상태에 있을 확률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원진(2010b)의 연구는 

복지패널 1~3차의 제한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분석방법의 특성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비관찰된 이질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울을 중심으로 한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만을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수급지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향은 알 

수 없다.   

국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지 않으며, 수급상태와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들도 우울이나 자존감 등 정신적 건강만을 분석하 으며 신체적 

건강과 수급상태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최근 누적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

여 수급지위 변화와 관련된 동태 연구가 몇몇 진행 되었지만, 수급지위 변화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향을 주요하게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제3  분석방법 

1. 분석자료와 변수구성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8차 데이터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

득층이 과대 표집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와 건강상태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

기에 적합하다.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분석에 포함된 모든 년도의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

구치)의 평균(mean)을 사용하 다. 개인자료에 가구자료를 병합(merge)하 으며, 분석단위는 개

인단위 설문지가 조사 완료된 만 15세 이상의 개인이다.

종속변수는 건강상태이며, 2가지 종류의 건강상태 즉 주관적건강* 변수와 정신건강을 측정한 

우울척도를 사용하 다. 주관적건강 변수는 아주건강하다(1)에서 아주 건강이 안 좋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하여 5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우울의 경우 CES-D 

척도를 사용하여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11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 다. 

* 주관적 건강상태가 실증분석에서 상당하게 사용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왜냐면 자기응답식의 
건강상태가 실제의 건강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보
고식 주관적 건강상태의 정보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적절하게 반 해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Böckerman 

and  Ilm a k u n n a s , 2 0 0 9  재인용; .Idler and Benyamini,1997; Franks et al., 2003; Van doorslaer and Jonesm2003). 따라
서 분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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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볼 수급지위변화를 측정하는 변수구

성 방법은 년도별 가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수급가구의 경우 일반수급과 조건부 수급 

그리고 의료특례와 자활특례, 교육 특례와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포함하 다. 수급

지위는 총 6개의 집단*으로 구성되며, 준거집단은 계속적 비수급 집단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

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향을 준다고 알려진 변수들의 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구단위

의 통제변수를 투입하며 통제변수는 연령과 연령제곱, 성별, 교육수준(고졸미만(기준), 고졸, 초대

졸이상), 혼인상태(유배우(기준), 미혼, 이혼·사별·별거), 가구 내 6세미만의 아동존재 여부, 근로형

태(비근로(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자 업자 및 고용주)로 구성된다. 

2.  연구모형  분석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빈곤 지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을 

분석한 연구들은 패널자료를 이용하 지만, 실제적인 분석방법은 횡단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거나, 혹은 시간차를 두고 분석한 연구들 이었으며, 이러한 횡단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경

우 인과관계를 담보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분석에서는 수급지위변화와 건강상태의 변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Difference-in-Difference(DID) 모델을 사용하여 측

정하도록 한다. 

이 모형에서 수급지위는 6가지 집단으로 분류 가능하다. 기준 집단은 지속적인 비수급 집단이

며, 분석에 투입될 집단은 총 5가지이다. 첫째, ‘수급경험 집단’으로서 8개년도 기간 동안 한번이

라도 수급을 경험한 그룹, 둘째, ‘비수급에서 현재수급그룹’(즉 더미변수로서 비수급에서 수급을 

경험한 모든 기간을 1로 코딩함) 그리고, 셋째, ‘수급탈출 경험 그룹’으로 8개년도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수급을 탈출한 경험이 있는 그룹, 넷째, ‘수급에서 현재 비수급 그룹’(더미변수로서 수

급에서 수급탈출을 경험한 모든 기간을 1로 코딩함), 다섯째, 계속 수급그룹으로서 8개년도 전체

기간에 걸쳐서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을 뜻한다. 또한 수급진입과 탈출이 개인단위의 근로활

동과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경기변동 향을 포착하기 위해서 ‘년도 더미변수’를 분석

에 투입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단위의 통제변수들을 분석에 투입한다. 

측정할 모델, 즉 개인 의 t시점에서의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다.

    

건강     수급경험   비수급에서 수급경험   비수급경험 
 수급에서 비수급경험    계속수급   



 년도  

본 식에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계속적으로 비수급 상태인 개인이며, 준거집단의 평균 

건강수준은  이며, 일정 시기 동안 비수급을 경험하 지만 현재에는 수급인 개인의 건강 평균 

* 2. 연구모형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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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average level)은   , 현재 수급 진입한 개인의 건강평균 수준은   , 또한 일정

기간 수급을 경험하 지만 현재는 비수급인 개인의 건강수준의 평균은  이며, 현재 수급탈

출한 개인의 건강수준의 평균값은   , 전체 기간에 걸쳐서 수급인 사람들의 건강상태 

평균값은    이다. 개인이 일정기간 수급이고 또 나머지 기간동안 비수급이며, 그 반대의 경

우(일정기간 비수급이다가 나머지 기간동안 수급인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두 개

의 타켓 그룹에 속하며, 이럴 경우 건강상태의 기초선(basic level)은   이며 그들이 수

급(비수급) 상태가 되었을 때 or 에 의해서 변화한다. 

패널데이타의 장점 중 하나가 비관찰된 이질성의 통제가 가능하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관찰된 이질성이 수급가능성과 건강상태 모두에 향을 주게 될 경우 이러한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한 DID의 회귀모형의 경우 비일관된(inconsistency)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fixed effect) 모델도 함께 분석하도

록 한다. 고정효과 모델의 경우 시불변 그룹 변수와 성별 변수가 식(1)에서 빠진 형태의 모델(식

2)을 측정하게 된다.  

건강    비수급에서 수급경험   수급에서 비수급경험    


 년도  

위와 같은 분석모형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신적 건강상태인 우울을 종속

변수로 하는 분석방법이다. 먼저 Difference in Difference 모형 안에서 수급지위변화와 우울증상

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나 개인의 비

관찰된 속성(unobserved attributes)이 건강수준과 수급지위변화에 향을 줄 경우 OLS 추정치는 

비일관 될 수 있으며(inconsistency) 이러한 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Fixed effect 모형도 함께 분

석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불편 변수는 모두 모형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로, 수급지위변화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순위로짓(ordered 

logit) 방법과 Fixed effect ordered logit 방법을 시행하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하 듯이, 주관적건

강 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아주 건강(5)에서 아주 비건강(1))되었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순서

형인 경우 일반적인 선형회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순서형 로짓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종속변수가 서열척도인데 연속척도를 적용하는 OLS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실제 설명변수의 추

정치가 과소추정 될 수 있으며 추정식의 잔차의 이분산성 문제 또한 발생할 위험이 있다(우재 , 

2009). 순위로짓과 함께 개인의 비관찰된 속성의 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Fixed effect ordered 

logit을 함께 추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Böckerman and  Ilmakunnas(2009)가 행한 방법을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Fixed effect ordered logit을 분석하도록 한다. 첫 번째 방법은 

Ferrer-i-Carbonell and Frijters(2004)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이들은 개인의 특정한 한계점들

(individual-specific thresholds)을 기준으로 순서화된 종속변수를 다시 이분화(높음, 낮음)한 후 

fixed effect logit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Fixed effect ordered logit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음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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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 다. 본 연구의 경우 개인단위 건강 측정치의 전체 년도의 평균값이 개인의 한계점이며 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을 경우(1로 코딩)와 낮을 경우(0으로 코딩)로 다시 종속변수를 이

분화 한후 fixed effect logit을 시행하 다. 두 번째 방법은 Chamberlain’s random effect 분석 방

법으로서 ordered probit 모형에 개인단위의 통제변수의 전체 년도의 평균치를 추가적인 통제변

수로 투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추가적으로 통제되는 개인단위 특성의 평균값은 그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밝히기 위해서 robustness 분석을 시행하도록 한다. robustness 

분석에는 각각 지난해(t-1)의 우울총점과 지난해(t-1)의 주관적건강 변수를 투입하도록 한다. 전시

점의 우울점수와 주관적건강 변수는 수급진입에 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의 건강상태에서 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하며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 허위의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Fixed effect 모형에서 전시점(t-1)의 변수를 투입하는 것은 비일관된 추정치

(inconsistent estimates)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전시점의 우울 점

수를 투입하는 fixed effect regression의 경우 두 시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의 차이가 

종속변수의 차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first-difference 패널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도

록 한다. 반면 전년도 건강변수를 순위척도(ordinal measure)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조건 문

제(initial condition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초기 조건의 문제란 조사에서 관찰된 기간의 처

음의 시점이 개인이 실제사건을 경험한 확률적 과정의 처음 시점과 조건이 다른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초기 건강조건은 개인의 특정한 비관찰된 이질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잠재적

으로 내생적이기 때문에, 파라메터 측정에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초기년도의 건강상태를 고정된 것(fixed)으로 가정할 경우 간단하게 전년도(t-1)의 건강상태 

변수를 ordered logit 방법에 투입하면 된다. 하지만 초기년도의 건강상태를 확률적인 것(as 

stochastics)으로 취급할 경우 Chamberlain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단위 통제변수의 

모든 년도의 시변변수의 평균값(고정효과의 proxy로서)과 초기년도 건강수준(initial level) 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에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건강상태 변수는 순위척도이므로 전년도 건강상태와 

초기년도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순위의 더미변수(건강상태(t-1) = j, j=2,..5)를 분석에 투입한다.

제4  분석결과  

1. 기술분석

본 분석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분석대상의 건강상태 즉 우울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기술분석 결과이다. 예상했듯

이,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집단’에서 우울이 높은 편이었으며, ‘비수급집

단’과 ‘수급에서 수급탈출 집단’ 그리고 ‘한번이라도 수급탈출을 경험한 집단’의 순서로 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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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건강상태의 분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비수급집단’의 건강상태보다 ‘수급

경험 집단’과 ‘계속 수급집단’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수급탈출경험 집단’과 ‘수급에서 수급

탈출로 이동한 집단’이 ‘수급경험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 으며, 비수급 집단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

비수급 
집단

수급경험집단
수급탈출경험

집단
 탈수급집단 수급진입집단 계속수급집단

우울
평균 3.71 3.41 7.37 6.41 5.38 6.91 8.52

사례수
103,24

9
66,893 11,851 4,113 1,793 1,710 3,775

주관적
건강 

1 2,327  851 1,110 247 74 143 399 

% 2.18  1.23 8.9 5.64 3.97 7.91 10.17

2 13,066  7,494 4,125 1,129 392 599 1,740 

% 12.22 10.87 33.09 25.82 21.21 33.08 44.38

3 16,717  11,287 2,406 806 341 319 881 

%  15.64 16.37 19.3 18.41 18.45 17.61 22.46

4
 

54,411
 36,306 3,834 1,683 770 602 776 

%
  

50.91
 52.65 30.75 38.46 41.6 33.25 19.79

5
 

20,364
 13,022 993 511 273 148 126 

%
  

19.05
 18.88 7.96 11.67 14.77 8.15 3.21

<표 1> 분석대상의 건강상태(우울·주관적건강)

 

주: 건강상태 척도의 경우 1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5 아주 건강하다로 역코딩한 값임. 모든 년도의 개인 가중치의 평
균으로 가중화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본 연구대상자들의 통제변수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2> 에 제시되었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비수급집단과 수급경험집단(수급진입과 탈출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 그리고 계속 수급집단으

로 범주화한 결과를 제시하 다.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수급경험집단과 계속 수급집단의 연

령수준이 비수급 집단보다 높았으며, 고졸미만 혹은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

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대략 8%p 정도 높았다. 수급자의 경우 이혼·사별·별거 등의 혼

인상태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비수급집단보다 30%p 가량 높았다. 또한 근로형태에서도 정규직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비취업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비수급 집단보다 사회경제적으

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구내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비수급 가

구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수급자 혹은 수급경험을 가진 집단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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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평균 비수급 집단 수급경험집단 계속수급집단

연령
연령 45세 46세 50세 54세
사례수 103,249 66,893 11,851 3,775

학력

 고졸미만 (%) 12.74 11.08 40.19 45.42

사례수 10,095 5,567 3,318 1,193 

고졸 (%) 37.09 39.71 33.8 37.37

사례수 29,388 19,959 2,791 981 

초대졸 이상 (%) 50.17 49.21 26.01 17.21

사례수 39,746 24,732 2,148 452 

성별 

남 (%) 48.75 47.39 42.04 41.16

사례수 50,338 31,703 4,982 1,554 

여 (%) 51.25 52.61 57.96 58.84

사례수 52,911 35,190 6,869 2,221 

혼인
상태

미혼(%) 23.17 18.59 24.03 18.64

사례수 23,887 12,427 2,841 702 

유배우(%) 65.22 72.06 38.45 42.5

사례수 67,239 48,175 4,545 1,602 

이혼· 사별·별거 (%) 11.61 9.35 37.51 38.87

사례수 11,966 6,251 4,434 1,465 

근로
형태 

정규직(%) 27.18 28.68 5.79 1.49

사례수 28,063 19,184 686 56 

비정규직(%) 21.28 21.58 24.65 18.21

사례수 21,969 14,437 2,921 688 

자 자 및 고용주(%) 11.84 13.38 6.44 5.22

사례수 12,228 8,948 764 197 

비취업(%) 39.69 36.36 63.12 75.08

사례수 40,980 24,323 7,480 2,834 

6세이하 아동 
존재여부 

존재하는 가구 (%) 16.99 17.75   9.03 6.23

사례수 17,539 11,873 1,070 235

<표 2> 분석대상의 개인별 가구별 특성  

주: 분석에 투입된 모든 년도의 개인 가중치의 평균으로 가중화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2.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다음으로 우울과 주관적건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수급지위 변화가 우울과 건강상태에 미

치는 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 다. <표3>은 우울총점을 종속변수로서 OLS와 Random 

effect와 Fixed effects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Model1에서 Model3까지의 결과를 보면 회귀

계수의 차이만 있을 뿐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Pooled OLS 결과

는 Model1과 Model2에 제시되어 있다. Model1의 경우 년도 더미변수만 통제하 으며, Model2

는 개인단위 통제변수도 함께 통제하 다. Pooled OLS는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들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OLS 가정을 만족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오차항 사이의 상관관계 즉,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패널 개체간의 상관

관계인 동시적 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과 패널 그룹내에서 다른 시점간의 상관관계인 

자기상관(autocorrelation)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이러한 

상관관계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OLS의 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OLS 추정치

는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관찰된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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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워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OLS 추정치는 일치추정치

(consistent estimator)가 되지 못한다(민인식· 최필선, 2009). 이러한 OL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 Model3에서는 랜덤효과모델로 분석하 으며, Model4에서는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고정효과 모델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

며, 추정계수의 경우 각 관측치별로 변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감안한 상태에서 추정

한다는 장점이 있다.  

OLS 분석과 랜덤효과 모델에서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적 수급집단의 우울도

가 기준집단인 계속비수급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델에서 비수급 상태에서 수급으로 진입의 경우 계

속적 비수급 집단에 비해서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상태에서 수급탈

출을 한 집단의 경우도 우울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진입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와는(이원진, 2010; Dooley and Prause, 2002) 다른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수급진입이 우울을 낮추는 것은 비수급 상태에서

의 경제적 빈곤과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급진입 후에는 어느 정도 나아지면서 나타나

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기준집단인 계속적 비수급 집단에 비해서 수급진입을 경험한 

집단의 우울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해석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수급에서 

수급탈출로 이동한 집단의 경우에도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수급탈출 집단의 

경우 수급탈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그에 따른 가구상황의 변화가 우울을 낮추었을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이원진(2010b)의 연구 역시 수급탈출 중에서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의 경우에

는 우울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티그마에서 벗어나고 행정기관의 부정

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우울수준이 감소했을 수 있다. 

종속변수: 우울(연속변수) 

Pooled OLS Random effects
Fixed 

effect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회귀계수
Robust 

St errors
회귀계수

Robust St 

errors
회귀계수

Robust St 

errors
회귀계수

Robust St 

errors

수급경험집단 4.046*** 0.262 3.059*** 0.276 2.867*** 0.198

수급탈출경험집단 -0.481 0.349 -0.405 0.366 -0.168 0.277

계속 수급집단 1.141*** 0.380 0.849** 0.421 0.962*** 0.297

비수급에서 
수급진입집단

-0.065 0.335 -0.799** 0.380 -1.091*** 0.263 -1.734*** 0.400

수급에서 비수급이동 
집단 

-1.095*** 0.289 -1.009*** 0.325 -1.067*** 0.222 -1.382*** 0.293

개인단위 통제변수 투입안함 투입 투입 투입 

년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사례수 103249 79128 79128 79128

<표 3> 수급지위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향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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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급지위 변화와 건강상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서열변수로서 서열변수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 방법인 Ordered logit 방법을 실시하 으며,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별 비관찰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Fixed ordered logit 

분석을 실시하 다. 앞서 언급한 대로 2가지 방법(Model2와 Model3)으로 실시되었다. Model3의 

경우 개인의 비관찰된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Chamberlain이 제안한 대로 분석에 투입된 

개인단위 통제변수의 모든 년도의 평균값을 추가적으로 투입하 다. 

건강상태의 경우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수급집단이 비수급 집단보다 건강상태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반대로 비수급에서 수급으로 진입한 집단의 건강상태가 모

델 2와 모델 4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진입의 경험이 건강을 

향상시켰다는 사실은 수급진입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과 의료급여 제공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

화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등 보장기관의 관리로 인해 

음주나 흡연 등의 건강 위험요인을 줄이고 운동이나 건강관리와 같은 건강증진행위가 잦아지면

서 건강상태가 좋아졌을 수 있다. 또한 시기에 관계없이 한번이라도 수급탈출을 경험한 그룹과 

수급에서 수급탈출로의 지위변동을 경험한 그룹의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즉 수급탈출 경험은 건강상태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수급탈출의 경험이 건강상태를 향상 시킨 

것은 경제적 자립과 그에 따른 가구의 상황변화가 이러한 건강상태 향상에 기여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자립으로 인한 긍정적 자아인식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불건강 행위를 감소시키고 운동 등의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켜 건강상태를 향상시켰을 수 

있다. 

 

종속변수: 주관적건강(서열변수)

Model1 Model2 Model3

Ordered logit Fixed ordered logit
Random ordered 

probit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수급경험집단 -1.572*** 0.042 -1.250*** 0.056 -0.677*** 0.031

수급탈출경험집단 0.339*** 0.058 0.178** 0.078 0.080* 0.043

계속 수급집단 -0.526*** 0.056 -0.396*** 0.075 -0.217*** 0.042

비수급에서 수급진입집단 0.023 0.063 0.219** 0.089 0.088 0.201 0.096** 0.049

수급에서 비수급이동 집단 0.548*** 0.071 0.557*** 0.093 0.554*** 0.195 0.332*** 0.052

개인단위 통제변수 투입안함 투입 투입 투입 

개인단위 통제변수 평균값  - - - 투입 

년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사례수 106,887 79,594 18,099  79,594

<표 4> 수급지위변화가 주관적건강에 미치는 향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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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bustness Analysis 

위에서 도출된 결론들이 얼마나 강건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안적인 분석방법을 몇 가지 더 

시행하도록 한다. 사실상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 중 하나는 

전시점(t-1)의 건강상태 변수이다. 왜냐하면 전 시점(t-1)에서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 상태가 

후 시점(t)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전 시점(t-1)의 건강상태 자체가 

수급지위에도 향을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앞

의 분석모델에 전년도 건강상태 변수를 투입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Fixed effect 모델에 전

시점 (t-1)의 우울을 투입하는 것은 비일치 추정치(inconsistent estimates)를 구할 가능성을 높이

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Anderson-Hsiao estimator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모델

에서는 모든 독립변수가 1차분된 형태로 투입되며, 전년도 우울의 경우는 t-2 시기의 우울과 t-1 

시기의 1차분된 우울값이 도구변수로 투입된다. 

수급지위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향에 대한 강건성 분석 결과는 <표5>에 제시되었다. OLS 결

과와 First difference IV분석 결과가 회귀계수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일단 전년도 우울의 값이 높을수록 다음연도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

며, 예상한대로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집단의 경우 비수급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모든 모델에서 수급지위의 변화경험(수급으로

의 진입과 수급에서의 탈출)이 우울에 주는 향은 여전히 우울을 감소하는 방향이었지만, 통계

적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즉 앞서 분석과 비교해 볼 때, 수급으로의 진입과 수급에서의 탈출이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전시점(t-1)의 우울을 통제하 을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 

즉 수급지위변화와 우울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종속변수: 우울(연속변수) 

OLS First difference IV First difference IV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수급경험집단 1.604*** 0.242

수급탈출경험집단 -0.110 0.316

계속 수급집단 0.760** 0.333

비수급에서 수급진입집단 -0.177 0.330 -0.301 0.294 -0.383 0.368

수급에서 비수급이동 집단 -0.415 0.319 -0.168 0.276 -0.176 0.338

전시점 우울점수(t-1) 0.324*** 0.007 0.054*** 0.010 0.051*** 0.011

개인단위 통제변수 투입 투입안함 투입
년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사례수 59,699 53,213 37,910

<표 5> 전시점(t-1)의 우울과 수급지위변화가 우울에 미치는 향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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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급지위 변화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강건성 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의 

<표6>에 제시되었다.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서열변수로서 전 시점의 건강상태는 더미변수 형태

(건강상태(t-1) = j, j=2,..5)로 투입되었다. 전 시점에서의 건강상태변수를 투입할 경우 전 시점의 

건강상태변수는 개인의 미관찰된 이질성과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생성 

문제를 발생시켜 일치추정량을 갖지 못하게 한다. 또한 초기상태의 건강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

라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처지가 필요하다. Wooldridge(2002)의 제안에 따라서 개인단위의 통

제변수의 평균치 값(fixed effect의 proxy 로서)과 개별관측치들의 초기상태의 건강상태변수 더미

를 추가로 투입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 전년도의 건강상태변수의 경우 건강이 매우 안좋다고 응답한 사람들(t-1=1)에 비해

서 건강상태가 낫다(t-1=2,..5)고 응답한 사람들이 다음연도의 건강상태도 매우 안좋음(t-1=1)이라

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좋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수급지위변화 변수의 경우 수

급진입집단을 제외하곤 분석결과는 앞서의 <표4>와 분석결과와 비슷하다. 우선 수급경험집단이

나 계속수급집단은 계속적 비급여집단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는 앞서의 결과와도 일치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수급에서 수급으로의 진입 집단의 경우 <표4>의 분석에서는 수급진입

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6> 경우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반대

의 결과를 보 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또한 수급상태에서 수급탈출한 집단의 

경우 <표4>와 <표6>의 모든 모델에서 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수급진

입이 건강에 미치는 향은 허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즉 수급진입 자체는 건강에 향

을 미치지 않으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급자 집단에 많이 있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그

러나 수급에서 비수급으로의 수급탈출은 건강상태 향상에 기여한다는 앞서의 분석결과는 여전히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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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주관적건강(서열변수) 

Ordered logit Ordered logit
Random effect ordered 

probit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회귀계수 St errors

수급경험집단 -0.710*** 0.053 -0.756*** 0.072 -0.354*** 0.040

수급탈출경험집단 0.216*** 0.070 0.222** 0.097 0.136** 0.054

계속 수급집단 -0.239*** 0.068 -0.283*** 0.092 -0.108** 0.051

비수급에서 수급진입집단 -0.122* 0.071 -0.048 0.099 -0.036 0.055

수급에서 비수급이동 집단 0.235*** 0.081 0.208* 0.108 0.146** 0.061

전시점 건강상태(t-1) =2 1.375*** 0.054 1.156*** 0.072 0.457*** 0.040

전시점 건강상태(t-1) =3 2.840*** 0.055 2.299*** 0.074 0.935*** 0.042

전시점 건강상태(t-1) =4 4.258*** 0.054 3.219*** 0.073 1.350*** 0.042

전시점 건강상태(t-1) =5 5.241*** 0.056 4.004*** 0.075 1.774*** 0.043

개인단위 통제변수 투입안함 투입 투입
개인단위 통제변수 평균값 - - 투입 

년도 더미 투입 투입 투입
건강변수 초기상태 더미변수 

투입 
- - 투입 

사례수  85,934  61,015 61,009

<표 6> 전시점(t-1)의 건강상태와 수급지위변화가 주관적건강에 미치는 향  

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제5  결론

수급경험과 지위변동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친 향에 대해서 복지패널 1차에서 8차까지

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국내에서 수급지위변동이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패널 분석방법을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인과관계에 대해

서 분석하 다. 또한 수급진입과 수급 탈출의 지위변동을 포함한 계속수급과 수급경험집단, 그리

고 수급탈출 경험집단 등의 정교한 집단 분류를 통해서 이들의 수급관련 경험이 정신건강과 육

체적 건강에 미친 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계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할수록 수급경험과 수급지위변동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

이 사라짐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수급지위변동과 우울의 관계가 허위의 관계일수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상태인 집단의 우울정도가 계속적인 

비수급 집단보다 모든 모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급진입과 수급탈출의 경험이 우울

에 미치는 향은 미비하 다. 이는 수급에 진입하게 될 사람들의 우울정도가 이미 수급진입이라

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적 비수급 집단들에 비해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울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수급집단에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단 구성 속에서 횡

단연구(cross-section)를 시행할 경우 수급진입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주관적건

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미 수급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계속 수급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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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관적건강상태가 비수급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반대로 수급을 한번이라도 

탈출할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좋았다. 즉 건강상태가 이미 안 좋

은 사람들이 결국 수급으로 진입하게 되고 수급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이들 중 건강상태가 매우 

향상된 일부의 사람들이 수급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급지위 변동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과설 보다는 건강 선택설

이 더욱 강력한 설명이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우울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수급

에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또한 불건강 상태의 개인이 수급진입을 하게 되고 수급지

위를 유지하게 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사회 경제적 지위 혹은 속성이 건강상태를 결정짓기 보다

는 건강상태가 적어도 수급지위를 결정짓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 하지만 사

회적 인과설을 완벽하게 부정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주관적건강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수급에

서 비수급으로 수급탈출 했을 때 유의미하게 건강상태가 향상된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수

급탈출이라는 지위변화가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향을 준 셈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급자들의 불건강상태가 

수급진입에 미친 향이 크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정

도가 높은 경우 가구의 경제적인 안정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급진

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건강보험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예방적인 건강지원서비스를 늘

리고 정신건강센터나 지역 내  상담소 등 서비스 기관의 문턱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정신건강향상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급자들은 수급에 진입하기 전부터 우울수준이 높고 신체적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급자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가 일회성

이 아닌 장기적인 관리로 이어져야 하며 개인별 증상과 욕구에 따라 맞춤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또한 수급탈출이 수급자들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경제적 안

정을 동반한 수급탈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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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델을 이용한 아동의 체질량지수 변화 탐구

김선휘 (한남대학교)

라종민 (국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1~7차 자료 중 1, 4, 

7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아이의 체질량지수 변화를 잠재성장모델을 사용하여 ‘아이가 혼자 보

내는 시간’이 아이의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 4, 7차 년

도자료에는 1차 표본의 학생들이 759명, 4차 609명, 7차 52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1차, 4차, 7차의 자료 중 결측값(missing value)을 listwise로 제거한 후 최종 487명의 아동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의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1차, 4차, 

7차년도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이들의 체질량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년차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아이가 방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

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의 체질량 변화비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방과후 혼자 보내는 시간, 잠재성장모델, 체질량지수

I. 이론  배경

비만 (obesity) 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체내에 평균 

이상의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복환, 문희원, 김남정, 2012, p. 144). 비만 여부는 신

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 (체성분)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 (체지방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 남자의 경우 15~20%, 여자는 20~25% 정도이면 정상 범주이

며 남성의 경우 20% 이상, 여성의 경우 30%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판정한다. 즉, 비만 여부를 

결정짓는 체지방률이란 제지방 무게를 제외한 지방 무게가 전체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한다. 따라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체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체중에서 지방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비만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체활동량의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이 여

러 생활습관병 (예: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장혈관질환, 등)의 원인이 되며 이 외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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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및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명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1/3은 비만

이며, 남자 비만인구도 지난 10년 간 해마다 1%씩 증가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8)” (이복환, 문희원, 김남정, 2012, p. 144). 

1. 비만의 원인

(1) 유전적 원인

“유전적 원인은 1994년 록펠러 대학의 Friedman 등이 생쥐의 비만 유전자를 찾아냄으로써 활

기를 띠게 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비만 유전자가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통

해 비만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거나 비만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비만 호르몬의 구조에 이상이 발

생되었을 때 포만 중추에서 인식을 못해 계속하여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비만이 유발된다는 가

설이 성립하게 되었다” (최공집, 2010, p. 75). 하지만 비만은 다른 생활습관병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 한쪽이 비만이면 자녀

가 비만이 될 확률은 40%이며, 부모 양쪽이 다 비만일 경우에는 50~70%에 달한다. 그 만큼 비만

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며, 유전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낮은 것도 비만자의 특징이다” (이복

환, 문희원, 김남정, 2012, p. 147). 최공집의 ‘현대생활과 건강관리’ (2010)에 의하면 “비만의 유전

적 향은 30% 정도이고, 환경적 요인은 7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p. 75). 즉, 비만의 원인을 

설명할 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비만일 

경우 그 자녀들도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유전인자의 향도 있지만 가정의 식습관 (식품의 

선택, 조리방법, 식사 습관, 등) 과 부모의 생활습관 (운동 습관, 등) 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2) 지방세포의 발달

일반적으로 생후 1년까지가 왕성하게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예: 열량과다,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 에 의하여 

지방세포의 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지방 세포의 수와 크기에 따른 분류에 의해 ‘증식형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가된 

지방세포수는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비만의 위험성이 정상인보다 높은 셈이다” (박희

석, 김공, 2010, p. 113). 따라서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체지방이 정상 범위 이상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잘못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으로 인한 잉여에너지의 축적

비만의 다양한 원인 중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신체활동량의 감소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지방 축적이다. 선척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또한 

체내 지방 분해 능력이 탁원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적다

면 잉여에너지는 체지방의 형태로 바뀌어 주로 피하지방조직에 저장되게 된다. 특히 현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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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업생활방식(sedentary lifestyle)로 인한 감소된 운동량과 감소된 신체활동량이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사 방법과 식습관에서 비롯된 잉여에너지의 

채내 축적이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 번에 과식하는 경우나 야식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

어 간이나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활동 근육으로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원활하게 

운반하지 못 하지만 지방 조직에서는 오히려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여 많은 탄수화물을 지방으

로 합성하여 체내에 저장하게 된다” (최공집, 2010, p. 76). 또한 늦은 저녁 시간대에 야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칼로리를 충분히 소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취침하기 때문에 다량의 잉여열량이 지

방축적으로 쉽게 이어져 비만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열량 식품의 섭

취를 제한하여 에너지과잉상태가 계속되지 않게 조심하고, 섭취한 에너지를 충분히 소모시키지 

못하는 시간대에 식품을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 (예: 야식 습관) 을 고쳐서 비만의 형성을 막아

야 한다. 

(4) 기초대사량의 감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기 및 성인일 때와 동일한 에너

지를 섭취하 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 중 기초대사량으로 인한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에 잉

여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되게 된다. 기초대사량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기능 (예: 근육의 움

직임, 조직 활동, 등) 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예: 인체내의 장기 활동) 되는 최소한의 에

너지를 의미하는데, “보통 남성의 경우 1시간당 1kcal/[체중]kg, 여성은 0.9kcal/[체중]kg 의 에너

지가 요구된다” (박희석, 김공, 2010, p. 114). 따라서 나이가 들어 갈수록 기초 대사량의 감소로 

인한 체지방 축적 가능성이 큰 것을 인식하고 섭취하는 에너지량을 감소시키거나 신체활동 및 

운동량을 증가시켜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다.   

2. 비만의 정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비만을 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체격지수에 의한 비만 판정 방법인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신장(m)과 체중(kg)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변인을 통해서 과체중과 비만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BMI를 통해 비만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체중(kg)과 신장(m)를 이용하여 산출

하는데 이를 신장 
체중 

으로 나타낼 수 있다. BMI를 통한 비만판정은 계산이 단순히 신장과 체

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체지방과 제지방의 도 차이 원리를 이용한 수중체중(underwater 

weighing)측정법이나 체성분분석기라 불리는 기계를 사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측

정하는 생체전기저항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만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산출 방

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비만판정법이기 때문에 비

- 187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만기준의 참고수치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비만 예측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아 교육현장 및 비

만 관련 연구 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만진단 방법이다. 체질량지수 (BMI) 가 20이하일 경우는 

저체중으로, 20-24.9 일 경우는 정상으로, 25-29.9 일 경우에는 과체중, 30 – 39.9 일 경우에는 비

만으로, 40 이상일 경우에는 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

신체활동과 효과적인 체중조절 및 체지방률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 효과와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해외의 경우 바디이미지(Body Image)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편이다. 

특히 신체이미지/바디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양, 건강, 

보건, 의학 관련  연구이며 주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바디이미지 불만족도와 다양한 

섭식장애 증후군 (예: 폭식증, 거식증, 잘못된 체중조절 방법, 등) 과의 높은 상관관계 (Barker & 

Galambos, 2003; Beato, Rodriguez-Cano, Belmonte-Llario, & Martinez-Delgado, 2004; Khor, 

Zaliah, &Phan, 2009; Sepulveda, Carrobles, Gandarillas, Poveda, & Pastor, 2007; Wang, Liang, 

& Chen, 2009), (2) 바디이미지가 자아존중감 (Self-Exteem)에 미치는 향 (Van den Berg, 

Mond, Eisenberg, Ackard, & Neumark-Sztainer, 2010), (3) 바디이미지에 대한 불만족과 우울증 

및 자살시도와의 높은 상관관계 (Friedman & Brownell, 1995; Pimenta, Sanchez-Villegas, 

Bes-Rastrollo, Lopez, & Martinez-Gonzalez, 2009; Stice, Hayward, Cameron, Killen, & Taylor, 

2000; Kim & Kim, 2009), (4) 이상적인 바디이미지에 대한 남녀의 차이 (Khor, Zalilah, & Phan, 

2009; Mellor, McCabe, Ricciardelli, Yeow, Daliza, & Hapidzal, 2007;Zaborskis, Petronyte, 

Sumskas, Kuzman, Iannotti, 2008), (5) 바디이미지 불만족도와 인종별 차이  (Baecke, Burema,& 

Frijters, 1982; Mciza, Goedeck, Steyn, Charlton, Puoane, & Meltzer, 2005), (6) 과체중 또는 과체

중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바디이미지 불만족도 (Paxton, Eisenberg, & 

Neumark-Sztainer, 2006; Zaborskis, Petronyte, Sumskas, Kuzman, Iannotti, 2008).  

Sands, Tricker, Sherman, Armatas, & Maschette (1997) 이 “Disordered Eating Patterns, Body 

Image, Self-Esteem, and Physical Activity in Preadolescent School Children"에서 61명의 초등학

교 6학년 학생들 (26명의 여학생과 35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학생들은 자신의 

바디이미지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며 남학생에 비해 더 불만족스러운 바디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은 낮은 빈도

의 신체활동 참여도를 보 으며 이와 관련된 낮은 자아존중감 (Self-Esteem) 수치와 높은 바디이

미지 불만족도 (High Body Image Dissatisfaction)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바디이미지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Sands, Tricker, Sherman, 

Armatas, & Maschette (1997)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Gasper, Amaral, Oliveira, & Borges (2011)의 

”Protectiv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on dissatisfaction with body image in children: A 

cross-sectional study"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Derenne & Beresin (2006)이 “Body Image, Media, and Eating Disorders"에서 시대적으로 변

화하는 미 (Beauty)의 기준과 바디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대중매체 (Media)에 관해 연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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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관련 주제는 ‘비만’과 ‘식이장애’ 이며, 역사의 흐름상 이상적인 

바디이미지 (Ideal Body Image)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인 

사상과 더불어 텔레비전, 화, 잡지,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대중매체의 향력이 사회 구성원의 

비만도 및 체지방량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바디이미지와 이에 따른 식이장애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그 당시의 사

회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생성되며 이는 대중매체의 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는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련된 인식을 효과적으로 심어주고자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캠페인 운동

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다. 

Anschutz & Engels (2010) 이 “The Effects of Playing with Thin Dolls on Body Image and 

Food Intake in Young Girls" 에서 만 6-10세 사이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표준

체중을 상징하는 Barbie 인형 (Average-Sized Doll)을 10분동안 가지고 논 여아 그룹이 심각한 

저체중을 상징하는 Barbie 인형 (Thin Doll)을 같은 기간 동안 가지고 논 여아에 비해 음식섭취

량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nschutz 와 Engels 는 마른 체형 (저체중)을 상

징하는 인형을 가지고 놀이 시간에 임한 여아 그룹이 인형의 신체 이미지에 향을 받으며 이는 

실제 음식 섭취량 및 체중조절 방법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디이미지에 대한 불만족도와 우울증과의 높은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Franko & 

Striegel-Moore (2002) 의 “The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Are the Differences Black and White?" 에 의하면, 불만족스러운 바디이미지를 

지닌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증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

타났으며 또한 인종별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활동과 비만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긍

정적인 효과를 다루는 것들이었으며, 비활동적인 그룹과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그룹의 

차이점, 운동하는 주된 이유와 바디이미지에 미치는 향 및 비만에 대한 인식, 신체활동 참여와 

심리적인 불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Vartanian, 

Wharton, & Green (2012)이 “Appearance vs. health motives for exercise and for weight loss"

에서 205명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음식 섭취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은 그룹의 

경우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하는 동기가 음식 섭취에 제한을 받는 그룹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운동 참여 이유가 외모에 관련된 내용인 그룹일 경우 체력 유지 및 증진을 운동 

참여 이유라고 밝힌 그룹에 비하여 더 많은 바디이미지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대생의 신체적 이미지가 스포츠 참여 동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을 밝힌

바 있고 (임상현, 2010), 여학생의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로 측정한 신체 이미지가 

자아존중감과 접한 연관이 있으며 체형지각 (Perceived Body Image)과 이상적인 바디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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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Body Image)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비정상적인 식이태도, 우울감, 자살사고의 정도가 높

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송만규, 하지현, 박두홈, 유승호, 오정현, 유재학, 2010). 또한 운동참

가와 바디이미지 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하미향, 윤혜선, 김병준, 2011) 에서는 운동 참가가 

바디이미지 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신체활동과 체질량지수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 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

다. 신체활동과 체질량지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생리학적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체활동을 통

한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로서 체질량지수를 다루는 것들이었으며, 체질량지수에 관한 연구

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초기 체질량지수 (BMI) 는 아동의 추후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Story, 

Neumark-Sztainer, 와 French(2002) 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체질량지수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부모와의 관계)과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방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아동이 

식습관 개선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Miller, Michelle Hering, Cothran, Croteau, & 

Dunlap, 2012). 

Miller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아동은 과체중

이 될 확률이 적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 

활동으로 바쁠 경우 아동은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체활동량이 감소하고(US Census 

Bureau, 2000) 또한 고열량, 고염분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Wu, Shu, & Len-Lan, 2003) 

아동의 체질량지수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방과 후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 방과 후 혼자 방치되는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동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에 어떠한 향을 

받는지 밝혀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표본자료  분석 로그램

이 연구는 학국복지패널 아동 1차, 4차, 7차 자료를 사용하 다. 1차 표본의 학생들은 759명, 4

차 609명, 7차 52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4차, 7차의 자료 중 결측값

(missing value)을 listwise로 제거한 후 최종 487명의 아동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1차 표본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 161명, 5학년이 161명, 6학년이 165명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교한 연구를 위하 각 학년에 따른 잠재성장 분석을 해야 하지만 잠재성장 분석을 통한 체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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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변화의 향을 보기에는 사례수가 너무 작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년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사례수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487명의 체질량지수의 공분산 행렬은 <표 1>에 제

시하 다. 또한 종단자료를 이용한 잠재성장 분석을 위하여 Mplus(Muth n & Muth n, 2007) 프

로그램을 사용하 다.  

2. 분석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체질량 지수(BMI)는 아동의 신장과 체중을 통해 측정하 다. 체

중을 kg 단위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신장은 m 단위로 변환 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얻은 BMI의 정상범위는 20 ~ 25 이다. 또한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방과후 아동이 혼

자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5단계로(1은 1시간 미만, 2은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

은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4는 5시간 이상)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그림 1〕잠재성장모형

3. 분석모형

한국복지패널 1, 4, 7차년도의 체질량지수를 BMI 1, BMI 4, BMI 7로 명명하고 체질량지수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 선형변화모형은 초기치에서 각 시점의 측정치로 나가는 화

살표를 모두 1로 고정하 고, 변화율에서 나가는 화살표는 측정간격이 동일하여 변화율의 요인계

수를 0, 1, 2로 코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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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용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잠재성장 분석을 실행

하기 전에 기본 전제 가정은 다변량 정규성을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이용하여 확인

하 다. 개별 변수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Kline (2005)는 왜도는 절댓값 3

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는 절댓값 8~10보다 작아야 한다고 제시하 다. 또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기준을 2 또는 3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Lei & Lomax, 2005).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BMI 1과 ‘혼자보내는 시간’은 정규성 가정에 위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변수가 정규성을 띠지 않으면 다변량 정규성을 띠지 않은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별변수를 정규분포로 전환할시 원 자료의 속성을 상실

할 경우(이기종, 곽수란, 2010)를 고려해 정규분포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 다. 

〈표 1〉 개별변수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BMI 1 10.50 51.24 18.89 3.54 2.10 14.08

BMI 2 13.67 31.25 20.17 3.20 0.90 0.77

BMI 3 14.30 39.02 21.35 3.37 1.38 3.20

혼자 보내는 시간 1 5 1.93 1.73 3.14 10.26

<표 2> 는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 전 관찰변수의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구종방정식 분석을위

한 사전 검토 작업을 실시하 다. BMI1, BMI 4, BMI 7는 사이의 공분산으로 이들 사이에는 정

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체질량지수의 공분산행렬

BMI 1 BMI 4  BMI 5

BMI 1 18.01

BMI 4 8.28 12.35

BMI 7 8.02 8.9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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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 모형

<표 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제시하고 있다. <표 3>에 제시된 모델 

적합도 지수는 Hu와 Bentler (1999)가 제시한 기준 값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잠재성장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잠재성장모형 합도 지수

적합지수 기준 값 적합도 지수 결과

 P> .05 5.191 적합

df 5

RMSEA  .08 .016 적합

CFI  .90 .972 적합

/df 1 ~ 5 1.03 적합

초기치와 변화율에 향을 미치는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변수는 초기치에는 -.21, 변화율에

는 .2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

으면 많을수록 초기에는 BMI 지수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초기치를 약 4%설명하지만 변화율에는 7.8%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초기치에는 향을 덜 미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라 아이들의 

BMI에 크게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BMI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분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 4차, 7차로 증가 할수록 아이들의 BMI도 

따라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이의 BMI가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사이에는 1.28 

증가하 으며, 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는  1.18증가하여 아이의 BMI가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의 BMI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1차년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4차, 7차년도

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이의 어린시절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아이들의 BMI값

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 추후 연구에 부모의 양육 방식을 연구에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BMI 지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

하 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변수를 사용하 다. 하지만 본 연

구의 한계는 적은 수의 사례수와 단 하나의 예측변수를 사용한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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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변수를 사용하 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다른 변수들의 결측값으로 

인해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로 사례수가 작아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적은 

사례수와 보다 많은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BMI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베이지안 성장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의 BMI 경향에 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사용하 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활동에 따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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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어려움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향:

물질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를 심으로

The effects of material hardship on physical, social-emotional,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ypes, intensity, timing, duration of material hardship

정선 (인천대학교 조교수)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측정하

기 위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특성을 크게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 으며, 각 발달 특성에 대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각각을 유일한 변인으로 투입하 을 때 유의한 모형을 중심으로 가구

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 을 때에도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

속기간이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최근 4년간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은 고등학생의 저체중 확률을 높 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

년 시기에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 그리고 한 가지라도 간헐적으로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은 위축 

수준을 높 다. 셋째, 최근 4년간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 필수공공재 부족의 경험, 동시에 경험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적 어려움은 성적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각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와 함께 추후 연구를 제안하 다.

주제어: 물질적 어려움, 유형, 강도, 시기, 지속기간, 청소년,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제1  연구의 필요성  목

빈곤은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예: 

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혁, 2009; 권은선‧구인회, 2010; Duncan, Brooks-Gunn and Klebanov, 

1994; Yuan, 2008). 이들 연구는 빈곤을 주로 가구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여부, 복지수

급 여부, 욕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 등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

주는 대안적인 지표인 물질적 어려움의 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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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 중 몇 가지 유형(예: 음식 미보장, 주거불안정)에 초점

을 맞추어 각 유형이 아동의 과잉행동 및 집중력부족(예: Melchior, Uddin, Jean-françois, 
Falissard, Galéra, Tremblay, Côté and Boivin,  2012)과 건강(예: Ryu and Bartfeld, 2012) 등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유형으로부터 산출된 하나의 물질적 어려움 지표가 아동의 

문제행동(예: Yuan, 2008; Zilanawala and Pilkauskas, 2012)과 건강(예: Cutts, Meyers, Black, 

Casey, Chilton, Cook, Geppert, Stephanie, Heeren, Coleman, Rose-Jacobs and Frank, 2011; Yoo, 

Slack and Holl, 2012) 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도 하 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물질적 어려움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어려움은 학업성취(임세희‧이봉주, 2009) 뿐만 아니라 내재화문제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세희, 2010). 또한, 주거‧식료품 구입‧의료 등 지출을 하는

데 돈이 없거나 모자라서 지출하지 못한 경험을 합산하여 측정된 물질적 어려움 수준은 비행문

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2008).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는 횡단 자료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물질적 어려움 유무 혹은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

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한 유형 혹은 합산된 지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

형의 물질적 어려움이 발달의 각 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장기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이 발달의 각 

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또한, 하나 이상의 유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에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분화하여 살펴보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각 유형의 어

려움 경험여부를 합산하여 물질적 어려움의 연속적 범주를 산출하 다. 이를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intensity)'로 간주하고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가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역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timing)와 지속기간(duration)이 발

달에 미치는 향력도 살펴보았다. 

빈곤이 발달에 미친 향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생애초기의 빈곤경험이 문제행동(예: NICHD, 

2005)‧비행확률(예: Jarjoura, Triplett and Brinker, 2002)‧인지수준(예: Loeber, Farrington, 

Stouthamer-Loeber, Welmoet and Van Kamme, 1998)에 향을 미치며, 지속적 빈곤 경험이 일시

적 빈곤 경험에 비해 더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예: 구인회 외, 2009; 임세

희, 2007; Brooks-Gunn and Duncan, 1997). 그러나 물질적 어려움의 시기와 지속기간이 발달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국외 연구로는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자료를 분석한 Zilanawala와 Pilkauskas(2012)의 연구가 유일하게 발견되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

행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는 소득에 기초한 빈곤의 측정을 넘어 소비에 기초한 물질적 어려움이 아동 및 청

소년 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기의 경제적 상황이 미치는 향력에 

대한 연구의 역을 확장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
도‧시기‧지속기간이 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구체적으로 파악된다면 이 결과는 빈곤층에 국한된 

일괄적 통합 급여 방식보다는 차상위까지 포괄하는 개별 급여 방식을 지지하는 주장(예: 이상록, 

- 200 -



정선영 / 물질적 어려움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1)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분석틀

(그림 1 참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1.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3.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에 따라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4. 물질적 어려움의 지속기간에 따라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제2  이론  배경

1. 물질  어려움의 개념  측정 

물질적 어려움은 소득이 불충분한 경우에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소득빈곤과 일치

하는 점도 있지만, 빈곤과 물질적 어려움의 상관수준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Bradshaw and Finch, 2003; Mayer and Jencks, 1989). 또한, 빈곤과 물질적 어려움은 가구 경제적 

상황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빈곤은 일시적인 소득 부족에 표면화되지만 물질적 어려

움은 장기적인 소득 수준에 의해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Iceland and Bauman, 2007). 빈곤과 물

질적 어려움의 관계는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Survey of Income 

and Programs Participation[SIPP]를 분석한 Iceland와 Bauman(2007)의 연구결과는 빈곤의 향은 

식품미보장과 생활비 부족(예: 집세, 생필품 구입)에 큰 향을 미쳤으나 주거문제‧범죄에 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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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주변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미치는 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주거문제나 주변환경

은 빈곤을 비롯한 단기간의 소득 변화보다는 자산‧지리적 위치‧인적자본과 같은 다른 요인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391). 

물질적 어려움의 측정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물질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척

도 역시 미흡하지만(이상록, 2011, p.237), 기존 연구에 사용된 패널자료에서 물질적 어려움이 어떠

한 변인을 통해 측정되었는지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모든 패널자료에서 필수공공재 이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으며, 주거불안정과 음식미보장도 대부분의 패널에서 측정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내구소모재를 제외한 대부분

의 물질적 어려움 유형이 측정되고 있다.

〈표 1〉 패 자료에서 수집되고 있는 물질  어려움의 유형

통계자료
음식

미보장
주거

불안정
필수

공공재
의료
부족

주거
상태

주거
과

내구
소모재

Survey of Income and 

Programs Participation[SIPP]
0 0 0 0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
0 0 0 0

The Women’s Employment 

Survey
0 0 0 0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0 0 0 0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of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0 0 0

Illinois Families Study and the 

Illinois Families Study-Child

Well-being Supplement

0 0 0 0 0 0

한국복지패널 0 0 0 0 01) 02)

서울아동패널 0 0 0 0

주 1) SIPP에서는 ‘해충; 이사가고 싶음; 수리가 만족스럽게 되어 있지 않음; 새는 지붕; 깨진 유리창; 하수구 문제; 

구멍 난 바닥; 철근 노출’로 주거상태를 측정하고 있음. 한국복지패널에는 물질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군
이 아닌 주택과 관련된 문항군에 이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음. 해당되는 구조·성능·환경기준 문항의 예로는 
‘ 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가 있으며 
시설 문항의 예로는 ‘전용 입식 부엌, 단독사용 수세식 화장실, 단독사용 목욕시설’이 있음. 

   2) 한국복지패널에는 물질적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군이 아닌 주택과 관련된 문항군에 이를 측정하는 문항이 
있음. 임세희(2009)는 가구원 수 및 가구구성원을 고려하여 침실기준 미달 여부와 면적 기준 미달 여부를 측
정하 음.

물질적 어려움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1) 다양한 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거나(예: 이상록, 2011; Iceland and Bauman, 2007) 2) 하나

의 물질적 어려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거나(예: 정정호, 2012; Ryu and Bartfeld, 

2012) 3) 하나의 지수로 요약한 물질적 어려움을 분석에 이용한 경우(예: Mayer and Jencks, 1989; 

Yuan, 2008)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의 물질적 어려움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로 크게 음식 미보장과 주거 관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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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정정호(2012)가 외국의 음식 미보장 척도가 국내 

연구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주거와 관련된 어

려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주거과 ‧구조성능‧환경기준과 같은 주거의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예: 임세희‧이봉주, 2009; 임세희, 2010)와 이사 횟수를 통해 측정되는 주거불안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예: 노승철‧이희연, 2009)가 있다. 임재현(2011)은 주거의 질적 특성 및 주거 불안정과 

함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주거빈곤을 이루는 요소로 간주하고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도 하 다.

물질적 어려움을 하나의 지수로 요약하여 분석에 투입한 연구 중에서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지표로 산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자료를 이용한 Yuan(2008)은  물질적 어려움을 측

정하는 15개 문항에 대한 경험여부(1/0)를 합산하여 산출된 연속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 다. 한

편,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박현선(2008)은 주거‧식료품 구입‧의료 등 지출을 하는데 돈이 없

거나 모자라서 지출하지 못한 각각의 경험수준(1-4)을 합산하여 물질적 어려움을 측정하 다. 

Gershoff와 동료들(2007)의 연구는 ECLS-K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을 측

정하 는데, 각 유형의 경험여부를 합산하여 연속 변수를 산출하는 대신에 구조방정식의 잠재변

수를 구성하는데 사용하 다. 그리고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이상록(2011)은 각 물질적 어

려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라도 경험한 경우를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1/0)로 보고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물질적 어려움 경험을 설명하는지 분석하 다. 

2. 물질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이 아동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향 

현재까지 물질적 어려움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어려움의 특성을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없으므로, 다

음에서는 빈곤의 강도‧시기‧지속기간이 아동발달에 미친 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역별로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물질적 어려움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에 향을 미치는데, 주거과 은 정신건강(김민희, 

2009; 임세희, 2010; Gove, Hughes and Galle, 1979), 스트레스 대처 능력(Lepore, Evans and 

Palsane, 1991), 수면(Gove et al., 1979), 사회적 관계(Gove et al., 1979), 부모-자녀 상호작용(임세

희, 2010; Gove et al., 1979)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과 은 아동

기에 상해를 입을 확률을 증가시키며(Delgado et al., 2002) 고혈압을 유발하고(Evans, Lepore, 

Shejwal and Palsane, 1998) 호흡기 질환(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2008; Cardoso, de 

Goes Siqueira, Alves and D’Angelo, 2004)과 전염성 질환(Cardoso et al., 2004)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횟수로 측정되는 주거불안정도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주거 불안정은 정신건강(Gilman, Kawachi, Fitzmaurice and Buka, 2003), 약물중독(De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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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행동문제(Simpson and Fowler, 1994), 십대 임신(Jelleyman and Spencer, 2008)의 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utts와 동료들(2011, p.1511)은 주거과 보다는 이사 횟수로 측정되는 주

거 불안정이 아동의 건강에 더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주거과

은 홈리스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책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에, 주거 불안정은 가구가 위기

에 닥쳤을 때 이들을 지원해 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음식 미보장도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수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 건강 수

준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 을 때 10년 동안 2회 이상 음식 미보장을 경

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가 보고한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rkpatrick, McIntyre and Potestio, 2010). 또한,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음식 미보장을 경험한 8

학년 아동은 낮은 건강 수준을 보인 반면에 일시적으로 음식 미보장을 경험한 아동은 건강 수준

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속적인 음식 미보장이 미치는 부정적인 향력을 알 수 있다

(Ryu and Bartfeld, 2012, e50). 또한, 음식 미보장은 과체중이나 비만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예: Larson, Story and Nelson, 2009) 이는 음식을 구매할 돈이 없어 적게 먹거나 음식

을 거를 경우 그 다음에 과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식사량의 급격한 변화가 만성화될 경우에는 

체중증가로 이어지기 Bruening, Uhl, Fontanarosa, Reston, Treadwell and Schoelles, 2012; 

Dammann and Smith, 2010).

물질적 어려움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도 향을 미치는데, ECLS-K를 분석한 

Gershoff와 동료들(2007)은 인지발달은 가구소득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반면에 사회정서발달은 가구

소득과 물질적 어려움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하 다. 이는 인지발달에 비해 사회정서발달이 물질적 

어려움의 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물질적 어려움이 

향을 미치는 사회정서발달 역은 빈곤이 향을 미치는 사회정서발달 역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 는데, 서울아동패널을 분석한 박현선(2008)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

지위는 우울 및 불안‧비행‧자존감의 모든 역에서 향력을 미쳤으나, 물질적 어려움이 향을 미

치는 역은 비행과 자존감에 제한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질적 어려움의 각 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유일한 연구인 Zilanawala와 

Pilkauskas(2012)의 연구는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필수공공재와 관련된 어려움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또한, 음식 미보장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음식 미보장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

를 더 많이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예: Ashiabi and O'Neal, 2008; Huang, Oshima and Kim, 

2010). 생애초기 4년간 음식 미보장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8세에 과잉행동 

및 집중력 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

성과 부모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하 다(Melchior et al., 2012). 이에 대해 연

구자는 음식 미보장을 경험하는 가구의 불안정한 특성, 음식 미보장이 어머니의 우울증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 음식 미보장이 부모-자녀간 애착을 약화시켰을 가능성, 음식 미보장이 양불균

형을 야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 다. 가령, 음식 미보장을 경험하는 아동은 지방, 정제된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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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섭취가 높은 반면에 과일, 채소, 식이섬유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ilgrim, 

Barker, Jackson, Ntani, Crozier, Inskip, Godfrey, Cooper and Robinson, 2011).   

빈곤 경험 시기와 지속기간이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친 향력을 분석한 연구들

을 통해 물질적 어려움의 시기와 지속기간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칠 향력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을 경험한 시기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NLSY의 자료를 분석한 Jarjoura와 동료들(2002)은 생애 첫 5년 동

안 경험한 빈곤은 청소년기 비행확률을 높인다고 보고하 다. 생애 초기의 경험보다는 미취학 시

기 및 학령기 초기의 빈곤 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향을 더욱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를 분석한 NICHD(2005) 연구는 4세에서 8세까지의 빈곤경험이 이후의 외현화 행동

문제에 더욱 많은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 다. 또한, Australia의 Mater-University Study of 

Pregnancy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시기, 6개월, 5세, 14세의 빈곤경험이 14세와 21세의 공격 및 비

행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Najman과 동료들(2010)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이 가장 지속

적으로 강하게 이후의 공격 및 비행행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국내에서는 김광혁(2010)이 한국청소년패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욕구소득비

를 이용하여 빈곤기간과 빈곤시기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빈곤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기

간과 경험 시기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인 빈

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초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우울 및 불안에 대한 빈곤의 향이 강하게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어려움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는 중산층 이상 가구의 자녀에 비해 낮은 인지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2세 아동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그룹에게서 발견되고 있으며(Duncan,  

Brooks-Gunn, Yeung and Smith, 1998; Smith, Brooks-Gunn and Klebanov, 1997), 어머니의 인지

적 능력 및 부모의 교육수준(Duncan et al., 1994, 1998; Smith et al., 1997;  Tong, Baghurst, 

Vimpani and McMichael, 2007)과 가족구조(Tong et al., 2007)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관적이었다. 

물질적 어려움도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거과 은 아

동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pson and Fowler, 1994; Wood, 

Halfon, Scarlata, Newacheck and Nessim, 1993). 또한, 주거 불안정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초등학

교 기간 동안 2회 이상 이사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급될 확률이 2.5배 높

으며(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4) 전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50% 줄어든다고 점을 보여준다(Rumberger, 2003).

빈곤을 경험한 시기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Duncan과 동료들(1998)은 생애 초

기 5년 동안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6세에서 10세에 해당하는 중기 아동기나 11세에서 15세에 해

당하는 청소년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인지 수준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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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또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지발달

에 미치는 빈곤의 향력을 분석한 Guo(1998)는 생애 초기 6년간의 빈곤 경험은 청소년기 이전 

4년간의 경험에 비해 청소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력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즉, 

최근의 빈곤 경험보다는 발달 초기의 빈곤 경험이 더욱 큰 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ustralia의 Mater-University Study of Pregnancy 자료를 이용하여 임신시기, 6개월, 5세, 14세의 

빈곤경험이 14세의 인지발달에 미친 향력을 분석한 Najman과 동료들(2009)은 이와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 는데, 이들의 연구는 특정시기의 빈곤 경험이 더욱 민감하게 청소년기의 인지발

달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빈곤 경험이 아동의 인지발달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로, 서울아동패널

의 3년간 횡단자료를 분석한 구인회와 동료들(2009)은 현재빈곤과 과거빈곤의 향, 지속적 빈곤

의 향을 추정하 다. 분석 결과, 1-2년 전에 경험한 빈곤이 현재 빈곤과 독립적으로 학업성취

에 적지 않은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패널 6개년도 자료를 분석한 김광혁(2007)

은 4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비빈곤 아동과 학업성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비빈곤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낮았으나 후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

동은 비빈곤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극빈층 아동은 다른 계층 아동에 비해서도 학업성취 

수준이 유의하게 낮다고 설명하 다. 

제3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 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부터 수집하고 있는 자료로 2013년 현재 8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8차년도까지의 원표본 유지율은 70%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1차년도, 4차년도, 7차

년도에는 아동용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차년도에 참여한 4-6학년의 아동은 4차년도에 중학

교 1-3학년, 7차년도에 고등학교 1-3학년의 연령에 해당된다. 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의 수는 515명이며, 이들 중 해당자료에 결측치가 있는 아동은 각 분석에서 제외하

다. 아동 및 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자료는 아동부가조사에서, 물질적 어려움은 매년 측정되는 

가구용조사에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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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변인

1) 7차년도 청소년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역을 대표하는 변인으로 각각 주관적 건강상태

와 체형‧문제행동‧학교성적을 살펴보았다. 

(1) 건강: 주  건강상태와 비만  과체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 및 과체중 여부로 측정하 다. 주관적 건강상태

는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좋다(1)’에서 ‘아주 나쁘다(5)’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변인에서 ‘매우 좋다(1)’과 ‘좋다(2)’를 선택한 경우 건강한 것(1/0)으로 새로운 변

인을 생성하 다. 비만 및 과체중은 키와 몸무게 정보로부터 산출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여 분류하 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성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해진 BMI 값에 따라 

비만과 정상을 구분하지 않고 BMI가 표준성장곡선에서 위치하는 값에 따라 과체중과 비만여부를 

판단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2007)의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85백분위 이상 

95백분위 미만이면 과체중으로, 95백분위 이상이면 비만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BMI가 25이상인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비만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5백분위 미만은 저체중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정상체중, 저체중, 과체중(비만 포함)으로 나누었다.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

도 개월수마다 동일한 BMI가 속한 백분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의 11-12개월에 해당하는 수치를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하 다.     

(2)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8)가 번안한 척도인 K-CBCL 중에서 우울 

및 불안‧주의집중 문제‧위축‧비행‧공격성 역의 자료를 이용하 다. 우울 및 불안은 13문항, 위축

은 9문항, 주의집중 문제는 11문항, 비행은 11문항, 공격성은 19문항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3점 리커트 척도(0점, 1점, 2점)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우울 및 불안

이 .86, 주의집중 문제가 .85, 위축이 .80, 비행이 .80, 공격성이 .88이었다. 각 역의 분포도를 확

인한 결과 모든 문제행동 변인이 0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누적빈도의 50% 이하인 경우를 0으

로 하고 그 이상을 1로 하는 이분변인으로 재구성하 다. 우울불안의 경우 3점 이상, 위축은 2점 

이상, 주의집중 문제는 3점 이상, 비행은 1점 이상, 공격성은 2점 이상이면 각각의 문제행동을 경

험(1)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 다. 

- 207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3) 학교성

학교성적은 전과목 평균, 국어, 수학, 어의 역에서 측정하 다. 아동이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하여 ‘아주 못함(1)’에서 ‘아주 잘함(5)’중에서 평가한 응답이 학교성적 점수로 분석에 투

입되었다.

2)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경험한 물질  어려움

한국복지패널에서 물질적 어려움은 ① 음식미보장, ② 주거불안정, ③ 필수공공재 부족, ④ 의

료비 부족, ⑤ 최저기준미달 주거(주거 상태와 주거 과 )로 측정되어 있다. 각 유형의 물질적 어

려움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식 미보장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돈이  없어  본

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경험(1/0)’으로 측정되었으나 3차년도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

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자주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3)’)’을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다.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음식미보장 경험

이 일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경험(1/0)’으로 음식미보장 경험유무와 관련된 변인을 생성하 다.  

주거불안정은 ‘2달 이상 집세가 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1/0)’으로 측정하 으

며, 필수공공재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1/0)’과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1/0)’의 두 문항 중 한 문항에라도 해당 경

험이 있으면 필수공공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변인을 생성하 다. 의료비 부족과 관련된 어려

움은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1/0)’으로 측정되었다. 최저기준미달 

주거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주거상태와 주거과  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 는데,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2011)에 의거하여 ① 최소주거면적, ② 필수설비기준, ③ 구조‧성능‧환경 

기준 역에서 한 가지라도 미달 사항이 있으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변인을 생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변인의 생성방법

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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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질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변인의 생성방법
변인 생성방법

유형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각 유형에 대해 1회 이상 경험 유무(1/0)를 측정한 5개의 변인이 생성됨.

‧ 음식미보장 경험 (1/0)

‧ 주거불안정 경험(1/0)

‧ 필수공공재 부족 경험 (1/0)

‧ 의료비 부족 경험 (1/0)

‧ 최저기준미달 주거 경험 (1/0)

강도

다음의 순서에 따라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를 측정하는 변인이 생성됨.

① 매해의 물질적 어려움의 총합(0-5)을 산출
② ‘저강도’ 집단: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총합이 지속적으로 0인 집단의 더미 변인 생성 
③ ‘고강도’ 집단: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적어도 1회에는 2개 이상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의 더

미 변인 생성
④ ‘중강도’ 집단: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물질적 어려움을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경험하 으나 물질적 

어려움의 총합이 1을 초과하지는 않은 집단의 더미 변인 생성

시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기 변인을 생성하 음. 

① 전체 경험시기: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에 따른 효과를 ‘초기 물질적 어려움 경험’과 ‘최근 물질적 
어려움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은 다음과 같이 생성됨. 

‧ 1차년도-3차년도까지 한 가지 이상(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초기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변인 생성(1/0)

‧ 4차년도-7차년도까지 한 가지 이상(유형)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최근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변인 생성(1/0) 

② 유형별 경험시기: 위의 전체시기와 변인생성방법은 동일하나, 전체 물질적 어려움을 대상으로 초기 혹은 
최근의 경험여부(1/0)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어려움 유형별로 초기 경험과 최근 경험 여부를 변
인으로 생성함. 총 열 개(=5개의 유형X 2개의 경험시기 변인)의 유형별 경험시기 변인이 생성됨. 

지속
기간

매해 한 가지 이상(유형)의 물질적 어려움 경험 여부(1/0)를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합산하여 산출함(0-7). 

③ 1차년도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가구의 물질적 어려움과 아동발달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이용하 다. 이상록(2011)은 물질적 어려움의 향력을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통제변인을 크게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가구의 경제적 자원으로 나누었다(p.247). 

가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연령‧교육수준‧건강상태, 가구유형(일반가구/한부모가구), 

가구규모(동거가구원 수), 요호보 가구원(장애/질환가구원),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해당된다. 가구의 경제적 자원에는 욕구대비 가구소득, 가구주의 취업상태 및 취업지위, 취업가구

원 수, 부동산/금융재산, 사적이전소득, 기초보장수급지원 등이 해당된다. 기초보장수급지원의 경

우 본 연구에서는 미수급, 중위액 이하, 중위액 초과로 나누었으며 중위액은 본 연구에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 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역을 종속

변인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에 추가하 으며, 한국복지패널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1차년도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역 발달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 역을 측정하는 종속변인의 수가 11개이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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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된 통제변인의 수가 15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하여 유의하지 않은 통제변

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제변인이 각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OLS 회귀분석(성적전반, 국

어, 수학 어), 로짓회귀분석(주관적 건강,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비행, 공격), 다항로짓

회귀분석(체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통제변인 선택을 한 OLS회귀, 로짓회귀, 다항로짓회귀 분석결과
종속변인

① ②-1 ②-2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통
제
변
인

청소년 특성
청소년 성별: 남자 * *** + ** ** *

청소년 연령 + *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주 성별: 남자 ** *

가구주 연령 +

가구주 학력: 대학 졸업 + * ** + *** ***

가구주 건강: 좋음 +

양부모 가구 * +

가구원수 + +

장애인 및 노인 가구원 수 *

거주 지역: 중소도시 + * +

거주 지역: 농산어촌 ** * ** * +

가구의 경제적 자원
욕구소득비

가구주 취업 상태: 미취업 *

가구주 취업상태: 반일제취업 *

취업 가구원 수 + * +

부동산‧금융재산
국기초 수급액: 미수급 * + **

국기초 수급액: 중위액 이하
사적이전소득

*** p<.001; ** p<.01; * p<.05; + p<.10

①건강; ②-1저체중; ②-2과체중; ③우울불안; ④주의집중 문제; ⑤위축; ⑥비행; ⑦공격; ⑧성적전반; ⑨국어; ⑩수학; 

⑪ 어

<표 3>의 결과를 기초로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난 청소년 성별, 가구주 성별, 가구주 학력, 거

주지역, 취업 가구원 수, 국기초 수급 지위를 통제변인으로 선별하 으며, 종속변인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질적 어려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욕구소득비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 다. 다음의 분석에서 사용될 종속변인, 독립변인, 통제변인의 기술분석은 다음

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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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속변인, 독립변인, 통제변인의 기술분석 결과

변인
빈도(%) 혹은

평균(sd)
변인

빈도(%) 혹은
평균(sd)

종속변인 독립변인
건강(1/0) 유형(1/0)

주관적 건강 353 (68.54) 음식미보장 19  (3.69)

저체중 50  (9.73) 주거불안정 57 (11.07)

정상체중 389 (75.68) 필수공공재 부족 216 (41.94)

과체중 75 (14.59) 의료비 부족 82 (15.92)

문제행동(1/0) 최저기준미달 주거 430 (83.50)

우울불안 276 (53.59) 강도(1/0)

주의집중 문제 296 (57.48) 저강도 62 (12.04)

위축 300 (58.25) 중강도 283 (54.95)

비행 225 (43.69) 고강도 170 (33.01)

공격 276 (53.70) 시기(1/0)

학업성취 전체 초기 413 (80.19)

전반적 성적 2.98 (0.98) 최근 319 (61.94)

국어 성적 3.21 (0.97) 음식미보장 초기 12  (2.33)

수학 성적 2.73 (1.17) 최근 7  (1.36)

어 성적 2.82 (1.15) 주거불안정 초기 49  (9.51)

통제변인 최근 31  (6.02)

남자 청소년 250 (48.54) 필수공공재 부족 초기 172 (33.40)

남성 가구주 444 (86.21) 최근 120 (23.30)

가구주 대학졸업 159 (30.87) 의료비 부족 초기 58 (11.26)

취업 가구원 수 1.39  (0.71) 최근 43  (8.35)

국기초 미수급 466 (90.49) 최저기준미달 주거 초기 387 (75.15)

수급액 중위액 이하 24  (4.66) 최근 286 (55.53)

수급액 중위액 초과 25  (4.85) 지속기간 3.01  (2.19)

대도시 거주 225 (43.69)

중소도시 거주 204 (39.61)

농어촌 거주 86 (16.70)

욕구소득비 1.86  (3.53)

중소도시 거주

3. 분석방법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물질

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이 미치는 향력을 OLS 회귀분석, 로짓분석,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때 청소년 특성,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자원과 각 종속

변인의 1차년도 발달수준 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각 물질적 어려움 특성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즉,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하여 각 물질적 어려움의 특

성(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을 하나씩 투입한 4개의 모형을 생성하 다.  둘째, 물질적 어려

움의 각 특성이 유의하게 청소년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에 대하여 청소년 특성, 가구의 일반

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자원, 종속변인의 1차년도 특성에 해당하는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

여, 이전 발달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물질적 어려움의 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모든 통

계 분석에는 Stata 10.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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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물질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과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의 계
유형 강도1) 시기 기간

① ② ③ ④ ⑤
건강

주관적 건강

체형1) 전체: *  (초기-; 최근 +)

기준미달주거: *  (  〞 )
문제행동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

(저강도, -)
전체: *  (초기, +)

*

(+)
비행
공격

학교성적

성적전반
* 

(-)

국어
*

(-)

* 

(고강도, -)

수학 ** (-) *** (-) ** (-)

전체: ** (최근, -)

음식미보장: * (초기, +)

필수공공재: ** (최근, -)

기준미달주거: ** (최근, -) 

** 

(-)

어
*

(-)
*** (-)

* 

(-)

** 

(고강도, -)

전체: * (최근, -)

필수공공재: *** (최근, -)

*** 

(-)
*** p<.001; ** p<.01; p<.05

(+): 정적인 향; (-): 부적인 향 
①음식미보장; ②주거불안정; ③필수공공재 부족; ④의료비 부족; ⑤최저기준미달 주거
주 1) 준거집단 - 중강도
   2) 준거집단 - 정상체중

제4  연구결과

1. 물질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과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의 계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과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각 청소년 발달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

속기간을 각각 유일한 독립변인으로 한 OLS 회귀분석(성적전반, 국어, 수학, 어), 로짓회귀분석

(주관적 건강, 우울불안, 주위집중 문제, 위축, 비행, 공격), 다항로짓회귀분석(체형)을 실시하 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는 주관적 건강, 우울불안,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은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체형의 경우는 물질적 어려움의 시기와, 위축은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시기‧지속기간과, 성적전

반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기간과, 국어성적은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 및 강도와, 수학성적은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시기·지속기간과, 어성적은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과 유의한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청소년 발달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

기·지속기간의 방향성은 <표 5>에 (+)와 (-)로 표기되어 있다. 청소년 발달과 물질적 어려움 간

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회귀계수(모형 1)와 통제변인을 투입한 분석결과(모형 2)는 <표 6>부

터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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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7차년도 체형을 설명하는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저체중
(vs. 정상체중)

과체중
(vs. 정상체중)

저체중
(vs. 정상체중)

과체중
(vs. 정상체중)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초기 3년 
경험(전체)

-0.86 (0.36)* 0.14 (0.38) -0.90 (0.42)* 0.02 (0.48) 

최근 4년 
경험(전체)

0.85 (0.36)* 0.16 (0.28) 1.10 (0.41)** -0.30 (0.37) 

남자 청소년 0.83 (0.36)* 0.11 (0.34) 

남성 가구주 -0.79 (0.47) -0.74 (0.51) 

가구주 대학졸업 -0.86 (0.44) -0.68 (0.43) 

취업 가구원 수 -0.37 (0.27) 0.39 (0.29) 

국기초 미수급 1.65 (1.11) -0.20 (0.97) 

수급액 중위액 
이하

1.05 (1.33) -0.29 (1.16) 

중소도시 거주 -0.49 (0.40) -0.22 (0.38) 

농산어촌 거주 -0.22 (0.48) 0.15 (0.49) 

욕구소득비 0.16 (0.16) 0.00 (0.06) 

1차년도 BMI -0.47 (0.09)*** 0.52 (0.07)*** 

절편 -1.88 (0.35)*** -1.90 (0.36)*** 5.42 (1.89)** -11.86 (1.68)*** 

사례수 470 470

모형 유의도 LR chi2(4)=9.78* LR chi2(24)=204.14***

***p<.001; ** p<.01; *p<.05

2. 물질  어려움이 청소년의 체형에 미치는 향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6 참고), 전체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만을 투입한 모형 1

과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 2 모두에서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 시기는 유의하게 청소년의 체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3년간(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에 속할 확률(relative risk ratio[RRR]=0.42=exp(-0.86))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4년간(4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에 속할 확률(RRR=2.34=exp(0.85))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1차년도 BMI를 포함한 통제변인이 투입된 모형 2에서도 동일하 는데, 초기에 경험한 물질

적 어려움은 저체중보다는 정상체중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에 최근에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

은 정상체중보다는 저체중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물질적 어려움 유형별로 초기 3년간 경험여부와 최근 4년간 경험여부를 투입하여 7차년도 

체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 참고), 최저기준미달주거에서 생활한 경험이 체형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도 유의하 다. 통제변인이 투입

된 모형(표 생략)은 초기에 최저기준미달주거에서 생활한 경우 정상체중보다 저체중에 속할 확률

(RRR=0.48)은 줄어드는 반면에 최근에 최저기준미달주거에서 생활한 경우 정상체중보다 저체중

에 속할 확률(RRR=3.53)은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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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7차년도 축을 설명하는 로짓회귀분석 결과
물질적 어려움 경험강도 물질적 어려움 경험시기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인 11),, 2) -0.93 (0.31)** -0.81 (0.32)* 0.63 (0.24)* 0.55 (0.26)* 

독립변인 21),, 2) -0.22 (0.20) -0.20 (0.23) 0.19 (0.20) 0.20 (0.21) 

통제변인

남자 청소년 -0.60 (0.20)*** -0.61 (0.20)** 

남성 가구주 -0.04 (0.31) -0.09 (0.31) 

가구주 대학졸업 0.21 (0.23) 0.25 (0.23) 

취업 가구원 수 -0.04 (0.16) -0.04 (0.16) 

국기초 미수급 -0.53 (0.54) -0.39 (0.54) 

수급액 중위액 
이하

-0.17 (0.70) -0.17 (0.70) 

중소도시 거주 0.07 (0.21) 0.08 (0.21) 

농산어촌 거주 0.49 (0.31) 0.53 (0.30) 

욕구소득비 -0.07 (0.08) -0.05 (0.07) 

1차년도 위축 0.18 (0.04)*** 0.19 (0.04)*** 

절편 0.48 (0.13)*** 0.81 (0.58) -0.32 (0.23) -0.06 (0.63) 

사례수 475 475 475 475

모형 유의도 LR chi2(2)= 9.63** LR chi2(12)= 51.25***  LR chi2(2)= 9.18*
LR chi2(12)= 

51.25***

***p<.001; ** p<.01; *p<.05

주 1) 물질적 어려움 경험시기의 독립변인 1=초기 3년 경험(1/0); 독립변인 2=최근 4년 경험(1/0)

   2) 물질적 어려움 경험강도의 독립변인 1=저강도; 2=고강도; 준거집단은 중강도

3. 물질  어려움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

<표 5>의 결과는 문제행동 중 위축이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시기‧지속기간과 유의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준다. 위축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물질적 어려움의 지속기간만 투입되었을 경우, 지속기

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위축을 경험할 확률(odd ratio[OR]=1.09; 표 생략)이 증가하 으나 통제변

인이 투입된 이후에는 지속기간의 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인이 투입된 이후에

도 유의한 물질적 어려움의 특성은 시기와 강도 는데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물질적 어려움 경험시기의 경우, 초기 3년간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 을 경우 상위 50%의 위

축점수를 보일 확률(OR=1.88=exp(0.63))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도 유의하 다. 그러나 최근 4년간의 물질적 어려움 경험 여부는 상위 50%의 위축점수를 

보일 확률을 설명하지 않았다. 물질적 어려움 경험강도의 경우, 7년동안 물질적 어려움을 한 번

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저강도 집단의 청소년은 지속적‧간헐적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2

가지 이상의 물질적 어려움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중강도 집단의 청소년에 비해 상위 50%의 

위축점수를 보일 확률(OR=0.3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제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도 유

의하 다. 그러나 상위 50%의 위축점수를 보일 확률은 고강도와 중강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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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  어려움이 청소년의 학교성 에 미치는 향

<표 5>의 결과는 전반적인 성적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기간(0-7)이 길어짐에 따라 낮아지

며, 국어성적은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고강도의 물질적 어려움을 7년 중 한 번이라도 경험할 때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학성적과 어성적은 주거불안정, 필수공공재 부족, 의료비 부족을 

한번이라도 경험할 때 낮아졌으며, 최근에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기간이 길어질 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성적의 경우는 고강도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

할 때 낮았다. 이들 결과는 각 성적을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

기·지속기간 각각을 투입하 을 때의 결과로 통제변인이 투입된 이후에는 이 중에서 1) 수학성

적 및 어성적과 필수공공재 부족 여부의 관계, 2) 수학성적 및 어성적과 필수공공재 부족 시

기의 관계, 3) 어성적과 물질적 어려움 강도의 관계만이 유의하 다. 

<표 8>은 7차년도 수학성적 및 어성적을 설명하는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에 관한 모형으로, 

다섯 가지의 물질적 어려움 유형 중에서 필수공공재 부족만이 유의하게 수학성적과 어성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동안 한번이라도 필수공공재 부족을 경험했을 때 수학성적은 

0.38점, 어성적은 0.47점 낮아졌으며(모형 1), 통제변인을 투입하 을 때 감소폭은 각각 0.18점

과 0.31점으로 축소되었다(모형 2). <표 9>는 필수공공재 부족의 경험시기가 수학성적 및 어성

적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 2는 초기 3년간 경험한 필수공

공재 부족은 성적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 4년간 경험한 필수공공재 부족은 유의

하게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수학성적의 B=-0.31, p<.05; 어성적의 B=-0.31, 

p<.05). 

〈표 8〉 7차년도 학교성 을 설명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 물질  어려움의 유형 
수학 성적 어 성적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필수공공재 
부족 경험

-0.38 (0.11)*** -0.18 (0.11)+ -0.47 (0.11)*** -0.31 (0.11)** 

통제변인주 - 투입 - 투입

절편 2.91 (0.07)*** 1.40 (0.30)*** 3.03 (0.07)*** 2.19 (0.29)*** 

사례수 463 463 462 462

모형 유의도 F(1, 461)= 12.45*** F(11, 451)= 10.56*** F(1, 460)= 19.55*** F(11, 450)= 7.35***

모형 설명력 R-squared= 0.03 R-square= 0.20 R-squared= 0.04 R-squared= 0.15

*** p<.001; ** p<.01; p<.05

주: 남자 청소년, 남성 가구주, 가구주 대학졸업, 취업 가구원 수, 국기초 미수급, 수급액 중위액 이하, 중소도시 거
주, 농산어촌 거주, 욕구소득비, 1차년도 수학(혹은 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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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7차년도 학교성 을 설명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 물질  어려움의 경험시기
수학 성적 어 성적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필수공공재 
부족

초기 3년 -0.14 (0.12) -0.02 (0.11) -0.23 (0.12) -0.13 (0.12) 

최근 4년 -0.45 (0.14)** -0.31 (0.13)* -0.40 (0.13)** -0.31 (0.13)* 

통제변인주 - 투입 - 투입

절편 2.90 (0.07)*** 1.39 (0.29)*** 3.01 (0.07)*** 2.13 (0.29)*** 

사례수 463 463 462 462

모형 
유의도

 F(2, 460)= 8.63*** F (12, 450)= 10.03*** F(2, 459)= 9.84*** F(12, 449)= 6.83***

모형 
설명력

 R-squared= 0.04 R-squared= 0.21 R-squared=    0.04 R-squared=  0.15

*** p<.001; ** p<.01; p<.05

주: 남자 청소년, 남성 가구주, 가구주 대학졸업, 취업 가구원 수, 국기초 미수급, 수급액 중위액 이하, 중소도시 
거주, 농산어촌 거주, 욕구소득비, 1차년도 수학(혹은 어) 성적

<표 10>은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가 어성적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7년간 물질적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저강도의 향력은 지속적‧간헐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 으나 

한번도 1가지를 초과하는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은 중강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년간 2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한 고강도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은 중강도의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0.32점 낮은 어성적을 보이며(모형 1 참고),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 2에서는 감소된 어성적이 0.23점으로 축소되었으나 고강도로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의 

부정적인 향력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7차년도 어성 을 설명하는 OLS 회귀분석 결과: 물질  어려움의 강도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저강도 (vs. 중강도) 0.21 (0.17) 0.08 (0.16) 

고강도 (vs. 중강도) -0.32 (0.12)** -0.23 (0.12)* 

통제변인주 - 투입

절편 2.92 (0.07)*** 2.08 (0.29)*** 

사례수 462 462

모형 유의도 F(2, 459)= 5.91* F(12, 449)= 6.40***

모형 설명력 R-squared= 0.03 R-squared= 0.15

*** p<.001; ** p<.01; p<.05

주: 남자 청소년, 남성 가구주, 가구주 대학졸업, 취업 가구원 수, 국기초 미수급, 수급액 중위액 이하, 중소도시 거
주, 농산어촌 거주, 욕구소득비, 1차년도 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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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물질적 어려움 경험이 청소년의 신체·사회정서·인지발달에 미치는 향력이 물질

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

복지패널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이 각각 유일하게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유의한 향력을 보이는 모형을 중심으로 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가

구의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 을 때에도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이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중에서 청소년의 체형에 향을 미친 것은 물

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형을 크게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으로 

나누었을 때 최근 4년간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청소년은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를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최저기준미달주거의 향력이 가장 컸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최근 4년간 최저기준미달주거

에서 생활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저체중이 될 확률이 약 3.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

선, 최저기준미달주거 기준의 한 역인 최소주거면적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거과 은 

정신건강(예: 임세희, 2010)이나 스트레스 대처능력(예: Lepore et al., 1991)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청소년과 성인의 비만을 유발하며

(Gundersen, Mahatmya, Garasky, and Lohman, 2011; Moore and Cunningham, 2012) 이는 스트레

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 기초대사의 변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

졌다(Adam and Epel, 2007; Torres and Nowson, 2007).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 확률을 높이는 물

질적 어려움의 유형은 음식미보장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예: Larson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음식미보장은 체형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기준미달주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체중증가가 아닌 체중저하로 이어졌다는 점은 다음과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Kivimaki, Head, Ferrie, Shipley, Brunner, Vahtera와 Marmot(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저체중 집단에서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고 과체중 집단에서는 체

중 증가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비

율이 낮다는 김혜련, 이수형, 최중명, 오 인(2011)의 연구결과는 스트레스가 체중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저체중 청소년이 최저기준미달주거 집단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또한, 음식미보장의 향력이 체형에 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미보장을 경험한 집단의 비중이 적어 변량이 크지 않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음식미보장과 과체중/비만의 관계를 분석하 던 기존의 서

양 연구와는 달리 저장음식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식문화에서는 서양의 음식미보장 척도가 기능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정호(2012)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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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중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위축에 향

을 미친 것은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와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달리 위축은 초기 3

년간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한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생애초기 4년간 음식 미보장을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8세에 과잉행동 및 집중력 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Pilgrim 

et al.,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빈곤을 경험한 중학생은 이후에 빈곤을 경험한 집단에 비

하여 우울 및 불안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김광혁, 2010)는 위축 역시 초기 3년간의 물질적 

어려움 경험여부가 미치는 향력이 최근 4년간의 경험여부에 비해 크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축은 지난 7년간 물질적 어려움을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한 가지라도 경험한 집단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여러 가지의 물질적 어려

움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과 한 가지의 물질적 어려움을 간헐적으로 경험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축에 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수준, 즉 

강도가 아니라 경험여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하여 청소

년 가구가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중에서 청소년의 성적에 향을 미친 것은 

물질적 어려움의 유형‧시기‧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을 측정하는 필수공공재 

부족이 청소년의 성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공공재 부족은 가구의 금전적인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어 성적이나 사회/과학 과목 등을 포함

한 전반적 성적이 아닌 어나 수학 성적이 필수공공재 부족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결과는 필수공공재 부족이 사교육을 매개하여 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교

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국어나 사회/과학 과목에 비하여 어와 수학 사교육 비율이 높으며 사

교육비가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30%라고 응답한 가구가 32.3%에 해당될 정도로 사교

육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송미진‧정재은‧이예진‧김홍근‧오미 , 2009)는 필수공공재 부

족이 어와 수학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물질적 어려움이 성적에 미치는 향력은 위축에 미치는 향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위축은 최근 4년보다는 초기 3년간의 물질적 어려움 경험 여부가 향력을 미쳤으나 

어와 수학 성적의 경우는 최근 4년간 물질적 어려움 경험이 부정적인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투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기에(초등학교 고학

년 및 중학교 저학년)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집단에게는 문제행동, 특히 위축의 예방 및 개

입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후기에(중학교 고학년 및 고등학교 저학년) 물질적 어려

움을 경험하는 집단에게는 성적 하락에 대한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다른 차이는 위축은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수준, 즉 강도보다는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여부가 

향을 미쳤으나, 어 성적의 경우 한 가지의 물질적 어려움을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수준에 해

당하는 청소년 집단은 물질적 어려움을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은 한 가지를 간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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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어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적은 한 가지의 물질적 어려움을 간헐적으로 겪는 부정적 향력으로부터 회복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은 최저기준미달주거이고 성적에 향을 

미치는 유형은 필수공공재 부족이라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

선정책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각종 감면정책(예: 전기요금‧전화요금)의 감면액과 감면대상

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적이 위축에 비해 물질적 어려움에 대한 회복력이 크다는 본 연구결과는 빈곤이 미치

는 부정적 향력은 사회정서발달 보다 인지발달에서 더 크게 난다는 선행연구(예: 구인회 외, 

2009, Yuan, 2008)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질적 어려움의 

강도가 기존빈곤 연구의 빈곤여부 혹은 장/단기 빈곤과는 다른 경제적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적 어려움 경험 여부가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력을 고려하 을 때 기존 연구가 밝힌 빈곤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력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 최근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이 저체중 확률을 높인다는 점, 2) 이전에 경험한 물

질적 어려움 그리고 한 가지라도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물질적 어려움이 위축 수준을 높인다는 

점, 3) 최근에 경험한 물질적 어려움, 필수공공재 부족의 경험, 동시에 경험된 두 가지 이상의 물

질적 어려움이 성적에 부정적인 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데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첫째, 빈곤을 경험한 시기를 측정한 연구들 혹은 물질

적 어려움을 경험한 시기를 측정한 연구들은 생애초기의 경험여부나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하여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은 생애초기부터 청

소년기까지 측정된 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물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 제한되어 있다. 추후에 생애초기부터 자료를 수

집한 패널이 청소년기까지 축적이 된다면 생애초기, 학령전기, 초등저학년 시기까지 포함하여 물

질적 어려움의 경험시기가 미치는 향력을 세 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물

질적 어려움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각각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으

나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의 향력을 동시에 살펴보지 못하 고 이로 인하여 각 물질적 

어려움 특성의 상대적 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유형·강도·시기·지속기간 관련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은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

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발전된 통계기법을 이용하거나 물질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특성을 그

룹화하여(예: 초기에 최저기준미달주거만 경험한 경우) 이들 변인의 상대적 향력을 파악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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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material hardship on physical, 

social-emotional,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ypes, intensity, timing, 

duration of material hardship

Sun Young Jung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ial hardship on physical, social-emotional, 

cogn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For this, it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hardship, such as types, intensity, timing, and duration and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Based on the models which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when each characteristics of material hardship was included as the only explanatory variabl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resources of households were added as 

control variables to examine each characteristics of material hardship was still significa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material hardship 

in recent four years were more likely to show low weight. Second, those who experienced 

material hardship in high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or lower grades in middle schools 

or those who experienced one type of material hardship sporadically were more likely to 

show higher levels of withdrawal behaviors. Third, those who experienced material hardship 

in recent four years, experienced lack of money in paying bills rather than other types of 

material hardship, or experienced more than two types of material hardship at a time were 

more likely to show lower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in the subjects of 

English and math.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relating policies and programs 

to prevent negative effects of material hardship.

Key words: material hardship, type, intensity, timing, duration, adolescents, physical 

development, social-emotion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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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 아와 정상출생체 아의 아동기 의료 이용의 차이에 한 

경시  연구

Difference in Healthcare Utilization between Low Birth Weight Children and Normal 

Birthweight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최승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신자운(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저출산이 큰 사회적 이슈인 우리 나라에서 저체중아의 소아기 건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들 아동에서 소아기 의료 이용의 특성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고령 임신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저출생체중아는 현재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저출생체중아는 점차 그 비중이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출생체중아에서 나이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에 정상출생체중아와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 다. 만 

1세에서 14세에 이르는 각 연령에서 저출생체중아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횟수를 비교하 으며 주로 이용하는 의료 기관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저출생체중아에서 오히려 외래 진료 횟수는 약간 더 적었으며 이는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여부, 

성별, 가구 소득, 건강 상태를 보정한 후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 횟수에 대해서는 

저출생체중아에서 소아기 초기에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보정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 기관이 병, 의원보다 종합, 대학병원인 비율은 저출생체중아에서 

만 10세까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만 6세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게 높

았다. 이러한 의료 이용의 차이는 저출생체중아의 건강 상태 혹은 편의성, 부모의 저출생체중 자

녀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들 저출생체중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미충족 수요 등이 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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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론

우리 나라는 지난 2012년에 합계출산율 1.30으로 2005년 1.08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출산율

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최저기준선에 간신히 다다른 것이며 비슷한 상황

의 일본을 볼 때 이러한 저출산 경향은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생아 수

는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수년 간 출생체중 2,500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 비율은 1995

년 3.0%에서 2008년 4.8%로 증가하는 양상에 있으며 이는 소아기, 청소년기의 의료 비용 증가와 

장기적인 아동의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Gilbert WM, 

2003). 저체중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은 산모의 고령화와 조산, 쌍생아, 보조생식술의 증가, 신생아 

소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미숙아과 극소 저체중아의 비율과 생존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문주 , 2011).

[표 1] 우리 나라의 출생아  출생체 아와 미숙아의 비율(1995-2008) 

Year No. of 

live births

LBWI rate 

(%)* 

Preterm birth rate 

(%)†

1995

2000

2005

2008

715,020

634,501

435,031

465,892 

3.0 

3.7 

4.2

4.8

2.5

3.8

4.2

5.5

 * LBWI: Low Birth Weight Infant (저출생체중아)

† Preterm birth: 37주 미만의 출생. 미숙아.

제2  이론  배경  연구방법

저출생체중아는 전세계적으로 주수에 관계없이 출생 당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

다(Chen, 1991). 2500g이라는 기준은 통계적으로 체중의 기준은 제태기간 38주에서의 태아의 무

게 10 percentile에 해당하는 무게가 약 2500g인 것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아기의 인종, 성별에 관

계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Chen, 1991). 또한 이 기준 미만의 출생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

은 그렇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 사망률과 이환률이 일관되게 높아 아에 대한 대표적인 보건 지

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체중출생아에서의 의료 비용의 문제는 출생 직후의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신생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소아, 청소년기

에 걸쳐 정상출생체중아에 비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고하 다

(Humm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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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체중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병원 자료를 수집한 

것이 많으며 산모의 나이와 교육 수준 등 몇 가지 지표에 대한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있으나 가

구 단위로 경시적인 변화를 본 연구는 전무하다. 저출생체중아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들이 있었다. 최근 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여성의 낮은 교육 수준과 양 상태, 가

구의 빈곤과 가족 계획의 부재가 조산과 저출생체중아의 출산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 다

(Sebayang SK, 2012).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신용덕등(1994)이 모성 

직업활동이 조산율 저출생체중아 출산율, 자연유산율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 으나 조사 대상의 

선택 문제 등이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또한 저출생체중아의 유병율에 대해서는 1980년에서 

1990년의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 대부분이 대학병원에서의 출산을 대상으로 10% 내외로 보고하여 

일반 인구에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이철, 1997). 저출생체중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대개 낮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예방적 산전 관리를 잘 받고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저체중출생아의 문제는 아기의 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잦은 진료와 발달 지

연, 그리고 신생아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다양한 만성 문제로 인해 성인기의 불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한경자, 2001). 그러나 유아기의 의료 이용

이 저출생체중아에서 더 높은 것이 아동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데 이는 저출생체중아의 부모가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염려하는 편이며 더 많은 진단적 검사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Hummer M., 2013). 특히 저체중아의 약 1/3 정도가 제태기간 37주 이하인 

미숙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저출생체중아가 있는 가구는 출생 초기의 의료 비용 뿐만 아니

라 미숙아인 경우 장기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입원치료와 재활 치료, 특수 교육 비용도 추가로 

더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숙아가 아니더라도 2.5kg 미만의 저출생체중아에서 만 6~13세

까지 정서상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정상체중으로 출생한 아이들에 비해 높다는 보고도 있다

(Hall J, 2012). 여기에 더하여 저체중 출생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가구에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번거

로움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소득가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체중아에서 다른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 이용 횟

수가 그렇지 않은 아동가구원에 비해 높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난 8년간의 복지패널자료로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제3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만 15세 미만 아동가구원의 가구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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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이들에 대해 분석하 다. 저출생체중아 아동은 아동가구원의 패널 진입시에 성인 가구

원이 기록한 항목에서 ‘출생체중이 2.5kg이상’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 다.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의 횟수나 주요 이용 기관은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조건

에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아동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한 등의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의료기관 선택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의료기관 선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이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사람은 초등학생의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한승표, 2002). 아동의 나이에 따른 의료 이용의 변화는 기존의 연구로 볼 때 단순히 나

이가 증가하면서 일관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보정하지 않고 각 나이별로 따로 분석하 다. 1차에서 8차까지 1세에서 14세로 보고된 아동가구

원의 자료를 나이별로 나누어 각 나이에서의 연평균 의료 기관 외래 진료 횟수와 입원 횟수를 

구하 다. 이를 다시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과 같은 개인 수준의 건강 관련 변수에 대해 보

정한 평균을 구해 나이별로 변화 추이를 확인하 다. 이를 다시 저소득가구 여부, 부모가 표시한 

아동가구원의 건강 상태가 불건강인지에 대해 추가로 보정하여 저출생체중아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비교하 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가구소득

빈곤 여부는 저출생체중 자체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의료 이용과도 접한 연관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 가정의 아동, 소수 민족에 속하는 아동, 보험이 없는 아동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료 이용이 낮고 미충족 수요가 있을 위험이 높다(Newacheck, 1996; Freid, 1998). 균

등화소득 기준의 가구 구분에 따라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이분형 변수로 처리하 다. 복지

패널조사 자료에서 저소득가구의 정의는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이다. 분석시에는 같은 가구

에 속한 아동가구원이라도 각각의 데이터로 처리하 다.

2) 건강 상태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질환명이나 검사 결과 등 임상적 지표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는 

지표가 있다. 근래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적 지표로는 객관적이거나 수치화 

하기 어려운 건강에 대해서는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의료 이용에 관한 최근

의 연구들은 주관적 건강 수준을 의료 이용의 수준 및 양상을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

(Shadbolt, 1997; Miilunpalo, 1997). 성인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이 

외래와 입원서비스 등 모든 의료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Miilunpalo, 1997). 본 자료에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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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변수는 성인 가구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 작성한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 다. ‘4. 건강

하지 않은 편이다’이상을 선택한 경우를 불건강, 그렇지 않은 경우를 건강으로 이분형 변수로 처

리하 다. 

3) 의료 이용 지표

아동가구원의 연간 의료기관 외래 진료 횟수, 입원 진료 횟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서 분석하 다. 양 군의 횟수를 비교할 때에는 건강 상태, 성별, 선천성 기형 및 질환 여부와 저

소득 가구 여부에 대해 보정한 보정 평균을 비교하 다. 

3. 분석방법

SAS의 가중치 적용 분석 방법(proc surveyfreq, proc surveylogistic, proc surveyreg, 등)을 이

용하여 양 군의 나이에 따른 외래 방문과 입원 횟수, 주요 이용 의료기관의 변화를 분석하 다. 

각 항목에서 양 군을 비교할 경우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여부, 저소득가구 여부, 부모가 작

성한 건강상태에 대해 보정하 다. 나이 보정에 대해서는 1세에서 14세까지 층화하여 각 나이별

로 8년간의 자료를 나누어 같은 나이인 군 내에서 비교하 다.

제4  연구 결과

1. 출생체 아 아동가구원과 그 지 않은 아동가구원의 가구 수 , 개인 수 의 일반

 특성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8차에 걸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1차부터 8차까지 모두 응답했

던 가구원 중 15세 미만 아동가구원은 총 4276명이었다. 이 중 출생체중 2.5kg 이상이 아니었다

고 응답한, 즉 저출생체중아인 경우는 4.0%(169/4276) 다. 저출생체중아 아동가구원의 경우 남

아의 비율이 높고 저소득 가구인 경우가 많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건강 상태의 차이는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가구 소득에 대해서 보정하면 그 차

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저출생체중아에서 저출생

체중이 아니었던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양군에서 모두 낮았다(1.0% vs 0.8%)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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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출생체 아군과 그 지 않은 군의 특징

출생 체중
항목

저출생체중아(n=169) 정상출생체중아(n=4107) P value

남아(%) 61.5 54.3 NS

평균 나이 (세) 7.1±0.1 8.0±0.0 <.001

저소득가구(%) 17.2 13.0 NS

선천성기형이나 질환(%) 1.0 0.8 0.0499

주관적 불건강(%) 2.8 0.8 NS

주1: 선천성기형이나 질환은 저체중여부에 대해 보정하여 비교함. 

주2: 주관적 불건강은 선천성기형이나 질환 여부, 가구소득에 대해 보정 후 비교한 결과임. 

주3: 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2. 출생체 아 여부에 따른 아동가구원의 외래 방문 횟수의 경시  변화

저출생체중아인 경우 4세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1년간 의료기관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이 그렇

지 않은 군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전체 아동가구원에서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평균은 각 연령에

서 2회에서 20회 다. 방문 횟수는 저출생체중아의 경우 4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저출생체중아가 

아닌 경우는 2세에서 가장 높았다. 외래진료 횟수는 양 군에서 모두 4세 이후 나이가 증가함에따

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1-1>.

<그림 1-1> 외래 방문 횟수의 변화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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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횟수는 아동가구원의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에 따라서 보정할 경우 모든 연령에

서 양 군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그림1-2>. 

<그림 1-2>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을 보정한 외래 방문 횟수의 변화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여기에 가구 소득과 건강 상태를 추가하여 보정할 경우 각 나이에서의 보정 평균은 양군에서 

차이가 더욱 감소하 다<그림 1-3>.

<그림 1-3〕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가구소득, 건강 상태를 보정한 외래 방문 횟수의 변화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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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횟수에서는 저출생체중아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을 보

정한 경우와 여기에 저소득가구 여부와 건강 상태를 추가하여 보정한 평균은 나이에 따라 양 군

에서 차이가 없었다. 만 11세에서는 오히려 저출생체중아가 아닌 경우에 입원 횟수의 보정 평균

이 더 높았다<그림 1-4>.

〔그림 1-4〕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가구소득, 건강 상태를 보정한 입원 횟수의 변화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3. 주요 이용 의료기 의 출생체 아 여부에 따른 차이

10세 이하에서는 저출생체중아인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종합, 대학병원인 경우가 3

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비교군보다 많았다. 종합, 대학병원 혹은 병,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저출생체중아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종합, 대학병원을 이용할 확률은 저출생

체중아에서 특히 6세 시기에 두드러지게 높았다(P=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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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종합,

대학
병원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13.2 12.0 2.5 7.6 7.3 11.1 5.5 6.4 1.9 6.4 0.0 3.0 0.0 4.9 

저체중출생아가 아닌 
경우

7.4 6.7 6.2 3.6 4.0 3.2 3.3 3.4 3.4 2.2 3.2 2.4 2.7 2.3 

병,의
원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71.4 84.0 95.2 87.6 92.5 85.4 88.6 88.2 88.2 78.0 79.0 73.7 73.2 70.2 

저체중출생아가 아닌 
경우

86.4 90.6 89.9 92.8 92.8 92.7 92.2 90.4 87.7 86.8 82.6 82.6 74.5 74.6 

한방
병,의
원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0.0 1.6 0.0 0.7 0.0 0.0 0.7 0.0 0.0 0.0 1.2 0.0 0.0 3.5 

저체중출생아가 아닌 
경우

0.0 0.2 0.2 0.4 0.3 0.3 0.4 0.3 0.6 0.4 0.5 0.4 1.1 0.4 

보건
소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7.1 2.4 0.0 0.0 0.0 0.0 0.0 0.3 0.3 0.0 0.4 0.0 0.0 0.0 

저체중출생아가 아닌 
경우

3.4 1.4 0.7 0.1 0.3 0.3 0.2 0.1 0.1 0.2 0.0 0.1 0.1 0.0 

비해
당

저체중출생아인 경우 8.2 0.0 2.2 4.1 0.1 3.5 5.2 5.1 9.6 15.6 19.5 23.4 26.8 21.5 

저체중출생아가 아닌 
경우

2.8 1.1 3.0 3.1 2.7 3.5 3.9 5.9 8.2 10.5 13.7 14.5 21.5 22.8 

〈표 2〉나이에 따른 의료기  이용 분율 변화 추이
(단위, %)

  주: 표시된 모든 수치는 가중 빈도임. 각 나이군에서 비해당은 제외하 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그림 2> 나이에 따른 종합, 학병원 이용률의 변화 추이

              

 주1: 종합, 대학병원과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보정되지 않은 분율임.

 주2: 6세에서는 건강상태와 선천성 기형 여부, 가구 소득, 성별을 보정해도 분율의 차이가 큼(P = 0.00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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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논의  결론

전체 출생아 중 저출생체중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소아기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외국 연구를 통해 저체중아, 극소저체중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의료 이용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저자들은 예상하 으나 복지패널 데이

터 분석 결과로 볼 때 외래진료 횟수는 오히려 저출생체중이 아니었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아동가구원의 건강 상태, 성별,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여부, 저소득가구 여부

를 보정하면 유의하지 않았다. 1년간의 평균 입원 횟수에 대해서도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다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비교해 볼 때 병, 의원보다 저출생체중

아인 아동가구원에서 종합, 대학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만 10

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체중아에서 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태내 발육지연이나 조산 등 저출생체중의 주요 원인이 되

는 문제로 인해 이들 아동이 종합, 대학병원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이 심각하

지 않은 문제로 인해 진료를 보는 경우에도 기존의 진료 자료가 있는 종합, 대학병원의 외래를 

이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 가지는, 기존 연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저출생체중아

의 부모가 이들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 더욱 염려하고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종합, 대학병원의 외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병원이

나 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패널데이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한 연구로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저출생체중아 군이 극소저체중아부터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경미한 저체중아까지를 포함

하므로 군 내 특징이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 또한 저출생체중의 원인이 조산인지, 전자간증과 

같은 임신 합병증 때문인지 혹은 유전적 이상과 같은 선천적 인자로 인해 자궁내 발육 지연이 

되었는지에 따라 출생 후 건강 상태가 매우 다를 것이므로 저출생체중아 아동을 모두 한 가지 

군으로 분류하면 저출생체중에 따른 차이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저출생체중아임을 인

지하는 것이 의료 이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류가 도움이 될 수 있

으며 특히 아동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분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Singer, 2010; Hummer, 2013). 또 한가지는 아동가구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차수별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성인 가구원이 기록한 아동가구원의 건강 상태를 성인에서의 주관적 건

강 상태로 간주하여 분석하 다는 점이다. 국내외적으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건강 상태가 아동

가구원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보

정시에 이러한 건강 상태 변수에 부모의 자녀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이미 반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 상태 변수가 실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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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저출생체중아의 경우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횟수나 입원 횟수가 더 높지는 않으나 선

천성 기형 등의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종합, 대학병원의 이용률이 대개 만 10세까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 다. 저출생체중아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소득가구일 확률이 높

다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생각할 때, 이들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실

제 건강 상태나 조산과 같은 문제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혹은 이들의 부모의 건강 염려 등 다른 

외적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갖춘 향후 연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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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독 방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

김선숙․안재진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높고, 10대 청소년의 97.8%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다(통계청, 2012, 김

숙, 2013에서 재인용). 특히 인터넷 강의의 보급 등으로 인터넷이 교육적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

며, 다양한 정보습득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은 교육 및 정보습득 등의 목적 외에도 게임, 화, 음악, 비디오보기, SNS 접속 

등 오락의 목적으로 이용되기 쉬우며, 특히 스마트폰 보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

터넷 사용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교

육부(2013)의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85%, 고등학생의 84%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의 18.4%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더욱 가속

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선일보, 2013년 11월 18일자).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경쟁으로 인해, 또래친구들 및 가족과 함께 보

내는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통제되어 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이숙․남윤주, 

2004),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것은 인터넷 중독이다. 그러나 여타 유형의 중

독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이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처

음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점차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기간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소선숙․명재신․김청송, 2011), 실제 인터넷 사용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점

수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목적

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나 재미를 위해 인터넷을 즐기는 집단이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

는 집단보다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용유형별로는 게임오락형 집단과 대인관계 추구형 집

단이 정보탐색형 집단에서보다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숙․남윤주, 2004). 즉, 처음에

는 정보검색을 위해 잠깐씩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점차 스트레스 해소와 재미를 위해 게임,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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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고, 인터넷을 사용시간이 점차 증가해서 결국 중독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실제 인터넷 중독도 심각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에 있는 잠재적 중독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발달단계이므로, 이 시기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 및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이후 발달결과에도 광범위한 향을 미

치게 되는데,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성적저하나 학교부적응 등의 생활변화, 성격변화, 정체성의 

혼란, 현실감의 저하, 건강 약화, 척추측만증이나 디스크 등의 신체증상, 언어발달의 지장 등(조유

, 2008, 김 숙, 2013에서 재인용)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 사

용시간이 증가할수록 흡연, 음주, 아침결식 등 건강위험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 숙, 2013).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터넷 이용시간 및 이용목적 등에 있어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습관화시켜,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심각한 중독수준의 대상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예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집합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사용하는 서비스 유형, 사용시간 등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경로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문제집단의 특성

을 좀 더 세분화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는 mapping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m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위험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류된 유형에 

따라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각 해당유형별로 인터넷 중독예방 프

로그램을 기획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청소년 인터넷 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과 관련된 요

인, 가족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여가시간에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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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나 주 외, 2005; 류지수, 2007), 인터넷 중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춘애․박철

옥․이은경, 2008). 청소년의 연령 및 학교급별에 따라 시간사용이 다르며, 특히 연령집단에 따라 

사춘기 시기에 인터넷 사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인자, 김혜연, 2005; 나 주 외, 2005; 최

남수, 유소이, 2002).

가족과 관련된 요인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향을 미치는데, 먼저 부모의 학력이나 가구소

득과 같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학업계획 및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에 강한 향

력을 행사함에 따라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과도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ahan 

& Flaherty, 2001).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시간이 길고, TV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

는 시간인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최남숙, 유소이, 2002; 강인자, 김혜연, 2005),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춘애․박철옥․이은경, 

2008). 

어머니의 취업여부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최남숙, 유소이, 2002; 류지수, 2007) 및 인

터넷 중독여부(소선숙․명재신․김청송, 2011)에 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인

터넷 사용에 대한 취업모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적절한 방과후 돌봄이 없는 맞벌이 가구

의 아동일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중독의 위험 또한 높아질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요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살펴본 다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부모감독

과 같은 양육태도(조춘범, 2001; 권재환, 2005; 김교정․서상현, 2006;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2007; 전춘애․박철옥․이은경, 2008)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홍세희․박민선․김원정, 2007; 소선

숙․명재신․김청송, 2011; 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11)이 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구조화되지 않고, 성인의 감독을 받지 않은 

환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hanging out)은 비행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발달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성인들의 인가를 받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감독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중요

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를 벗어나 청소년기에 진입한 경우에도 방과 후에 적절한 돌봄

이 제공되는 환경에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에 상당히 중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환경적 특성으로는 또래관계와 학교폭력피해경험 등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자원임으로 또래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을 경우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다(정민희, 2003, 조춘범, 2001). 또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또래의 지지가 낮고, 갈등이 

있으며, 친구에 대한 민족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이숙, 남윤주, 2004; 황수정, 2000).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는 또래인 친구들에 의해 

겪게되는 부정적인 피해경험으로써, 또래 집단 내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협박, 성적폭력 

등에 의해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학교폭력피해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스트

레스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장일순, 2000; 송아 , 임혜진, 왕정

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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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인터넷 독 방사업을 한 Mapping 방법의 용

mapping은 일종의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

념화하고자 하는 것들을 개념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Trochim & 

Linton, 1986, 권순애, 김 종, 2006). mapping은 주로 질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접근을 

하는 데 사용되지만, 양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과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 등을 시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Trochim, 1989; J. Brwon, 2006). 또한 

mapping은 특정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

를 통해 특정사업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핵심적 인식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체화

하는 구조적 개념화의 특성을 지닌다(Trochim, 1989, 박 미,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중요 개념요소

들을 포괄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내고, 평가하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요인을 

파악하는 데 분명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mapping은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준비(preparation), 아이디어 수집

(generation), 구조화(organiza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준

비단계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로, 질적인 방법에서는 초점집

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또한 문제를 구체화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이디어 수집단계는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을 통한 브레인스

토밍 과정을 의미하며, 양적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이

론적 근거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요인과 관련된 내

용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구조화의 단계

는 앞의 아이디어 수집단계를 통해 발견한 요인들을 분류화하는 과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

년 인터넷 중독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이론적 근거에 따라 분류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해석 단계는 군집분석과 같은 양적인 방법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

류된 유형에 따라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형성된 군집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

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유형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

이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재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다. 한국

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종단자료로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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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에 포함되어 대표성이 높은 패널이라 할 수 있으며, 가구자료, 가구원 자료, 부가자료로 구성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차년도에 조사된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총 512명을 본 연구의 분

석대상으로 하 다.

2. 주요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분석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중독의 유형을 구

성하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요인 등의 문항점수를 활용하 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관련 요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가족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가구의 욕구

소득비, 맞벌이여부, 부모감독, 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학교환경과 관련된 요인으

로는 또래애착, 학교폭력경험정도, 학교성적을 살펴보았다.

1) 인터넷 중독

대상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가진단 척도(간락형 K-척도)를 사용하 으며, 서울아동패널(2010)을 참고하 다. 인

터넷 중독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6문항, 금단 4문항, 내성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사용하 다.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892 으며, 일상생활장애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3, 금단현상의 

신뢰도는 .710, 그리고 내성요인의 신뢰도는 .784로 나타났다.

2) 청소년 개인관련 요인 : 성별, 연령, 학업성적

청소년 개인관련 요인을 사용된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측정하 으며, 아동의 연령은 만 나

이를 사용하 다. 학업성적은 국어, 어, 수학점수에 대한 주관적 성적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국어, 어, 수학점수는 아주 못함=1에서 아주 잘함=5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이다.

3) 가족관련 요인 : 가구소득, 맞벌이여부, 모의 교육수준, 부모감독

가구소득은 가구의 빈곤 여부 및 빈곤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욕구소득비를 환산하여 

사용하 다. 욕구소득비는 가구소득을 2012년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구하 다. 맞벌

이 여부는 부모 각각의 취업여부를 측정하여 이분변수화 하여 사용하 다. 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측정하 다. 부모감독은 서울아동패널(2005)

을 참조하여,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있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부

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의 4문항을 통해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7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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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환경적 요인 : 또래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

또래애착은 서울아동패널(2005)에서 사용한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

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내 친구

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의 4문항을 통해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애착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래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2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은 따돌림 등의 6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 다. 즉,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

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

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

트리거나 뒤에서 그 수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

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것

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

주 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대상 청소년

의 성별은 남자가 264명(51.6%)으로 여자 248명(48.4%)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대상 청소년의 약 

97%가 16-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고졸이 57.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가구 중 약 44.3%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

상 청소년을 간략형 K-척도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을 진단한 결과 고위험 사용자는 전체의 

0.6%(3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은 개인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일반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욕구소득비와 학교폭력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0미만의 분포로 정규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경험과 욕구소득비는 로그변환한 값을 사용하 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도 

.5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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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통계량

성별

남자 264(51.6)

여자 248(48.4)

합계 512(100.0)

청소년 연령

15세 12(2.8)

16세 123(28.9)

17세 153(36.0)

18세 136(32.0)

19세 1(.2)

합계 425(100.0)

모 최종학력

중졸 이하 84(20.2)

고졸 241(57.9)

전문대 졸 30(7.2)

대졸 59(14.2)

대학원 졸 2(.5)

합계 416(100.0)

맞벌이 여부

예 174(44.3)

아니오 219(55.7)

합계 393(100.0)

인터넷 중독 진단결과

고위험 사용자 3(.6)

잠재적 위험 사용자 0(.0)

일반사용자 465(99.4)

합계 468(100.0)

                           N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인터넷중독
(평균사용)

일상생활장애 468 1.36(.43) 1.00 3.17

금단 468 1.28(.39) 1.00 4.00

내성 468 1.26(.43) 1.00 4.00

부모감독 508 1.89(.59) 1.00 4.00

욕구소득비율 512 2.85(1.87) -.02 17.18

학업성적 496 2.93(.89) 1.00 5.00

또래애착 509 3.31(.45) 1.00 4.00

학교폭력경험 496 1.08(.21) 1.00 2.33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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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1

(n=32)

2

(n=33)

3

(n=1)

4

(n=263)

5

(n=75)

6

(n=1)

7

(n=22)

8

(n=38)

9

(n=3)

일상생활장애 1.35 1.91 4.00 1.09 1.70 2.00 2.48 1.31 2.78

금단 1.30 1.90 3.00 1.08 1.18 2.75 1.81 1.76 2.75

내성 1.35 2.08 2.00 1.03 1.17 4.00 1.51 1.45 2.92

군집

일상생활장애형
(n=56)

내성형
(n=74)

저위험형
(n=330)

유사인터넷중독형
(n=8)

일상생활장애 2.21 1.38 1.20 2.27

금단 1.76 1.56 1.10 2.63

내성 1.64 1.78 1.05 3.00

2. 청소년 인터넷 독 험유형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패널 7차년도에 최종확인된 512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 다.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유형은 간략형 K-척도의 소분류 항목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형화 하 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이용하여 인터

넷 중독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고위험집단, 잠재적 위험집단, 일반사용자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군집분석 시 최초군집은 9개(3 X 3)로 고정한 후 시행하 다(표 2 참조). 9개의 군집으로 고정한 

결과, 5명 미만의 사례를 가진 군집 3개 있었고, (2, 9)군집과 (1, 8)군집에서 세 가지 역의 분포 

유형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최종 4개의 군집으로 고정하여 다시 군집

분석을 시행하 다(표 3). 

<표 2> 최 의 군집분석(9개의 군집으로 고정)

그 결과, 첫 번째 군집은 인터넷 중독 척도의 세 역 중 일상생활장애 역의 점수가 가장 높

은 유형으로 일상생활장애형이라 명명하 다. 두 번째 군집은 내성 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내성형이라 명명하 다. 세 번째 군집은 전반적으로 세 역의 점수가 고르게 

낮게 나타나 저위험형으로 명명하 다. 마지막 네 번째 군집은 세 역의 점수가 모두 고르게 높

아 인터넷중독에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유사인터넷중독형이라 명명하 다. 

<표 3> 최종 군집분석(4개의 군집으로 고정)

다음으로는 최종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4가지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유형별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야 할 역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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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저위험형 유사중독형

성별

남자 38(67.9) 54(73.0) 146(44.2) 6(75.0)

여자 18(32.1) 20(27.0) 184(55.8) 2(25.0)

합계 56(100.0) 74(100.0) 330(100.0) 8(100.0)

청소년 연령

15세 2(4.4) 5(7.4) 5(1.9) 0(.0)

16세 15(33.3) 26(38.2) 66(24.6) 0(.0)

17세 12(26.7) 20(29.4) 109(40.7) 5(83.3)

18세 16(35.6) 16(23.5) 26.7(32.8) 1(16.7)

19세 0(.0) 1(1.5) 0(.0) 0(.0)

합계 45(100.0) 68(100.0) 268(100.0) 6(100.0)

모 최종학력

중졸 이하 15(33.3) 15(22.7) 43(16.5) 1(16.7)

고졸 23(51.1) 37(56.1) 156(59.8) 4(66.7)

전문대졸 1(2.2) 5(7.6) 22(8.4) 1(16.7)

대졸 6(13.3) 8(12.1) 39(14.9) 0(.0)

대학원졸 0(.0) 1(1.5) 1(.4) 0(.0)

합계 45(100.0) 66(100.0) 261(100.0) 6(100.0)

맞벌이 여부

예 21(50.0) 30(50.0) 104(41.3) 2(33.3)

아니오 21(50.0) 30(50.0) 148(58.7) 4(66.7)

합계 42(100.0) 60(100.0) 252(100.0) 6(100.0)

3. 인터넷 독 험 유형별 특성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4가지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았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저위험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유사중독형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았으나, 저위험형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위험 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연령은 중학생보

다는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속할수록 저위험형이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유사중

독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중독형의 경우 군집 내 사례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현

저히 작으므로 이를 유사중독형의 특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의 학력은 모든 유형에서 

고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저위험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모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유사중독형을 제외하고는 유형별로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은 일상생활장애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위험형과 비교하 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욕구소득비는 유사중독형이 가장 낮았고, 다음

이 내성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즉, 유사중독형에 속한 청

소년들의 또래애착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내성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터넷 독 험유형별 일반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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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저위험형 유사중독형

N 평균(SD) N 평균(SD) N 평균(SD) N 평균(SD)

부모감독 56 2.67(.49) 73 2.74(.55) 327 2.97(.58) 8 2.71(.45)

욕구소득비 56 3.00(1.74) 74 2.59(1.37) 330 2.88(1.97) 8 2.18(.99)

학업성적 53 2.79(.75) 72 2.85(.81) 323 2.92(.90) 7 3.23(.71)

또래애착 56 3.26(.40) 73 3.19(.46) 329 3.34(.44) 8 3.06(.22)

학교폭력피해경험 53 1.12(.22) 72 1.11(.24) 323 1.06(.20) 7 1.04(.12)

변수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B SE Exp(B) B SE Exp(B)

성별 -.914* .399 .401 -1.199*** .354 .301

연령 -.210 .211 .811 -.336† .190 .715

맞벌이 여부 .290 .386 1.337 .390 .339 1.476

모교육수준 -.415* .211 .660 -.182 .181 .834

부모감독 -.778* .382 .459 -.864** .335 .422

Ln욕구소득비 1.035 .946 2.815 -.395 .822 .673

학업성적 -.284 .227 .211 -.003 .194 .997

Ln학교폭력 .592 2.585 1.808 -2.593 2.619 .075

또래애착 -.569 .441 .566 -.610 .382 .110

상수 9.512* 4.569

-2LL 459.045

Cox and Snell R 0.150

다음은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별로 청소년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교관련 특성이 미치

는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사중독유형의 경우 군집의 사례수가 적어 회귀모형을 적용

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세 유형에 대해서만 다범주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다.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에 따른 향요인은 다범주로짓분석을 통해 저위험형을 준거집단으로, 저

위험형과 일상생활장애형을, 저위험형과 내성형을 비교하여 상대적 확률(relative risk ratio)을 분

석하 다(표 5). 

<표 5> 인터넷 독 험 유형별 향요인( 거집단: 험형)

†p<.1, *p<.05, **p<.01, ***p<.001

성별에 대해서는 저위험형에 비하여 일상생활장애형과 내성형 모두 남자 청소년인 경우가 많

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그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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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저위험형을 준거집단으로 하 을 때, 일상생활장애형은 저위험형과 비교하여 모의 교

육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감독 수준도 낮았다. 부모감독수준에 대한 결과는 내성형과 

비교하 을 때도 동일하 다. 즉, 저위험형에 비하여 내성형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낮

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연령

대에서는 어릴수록 저위험형에 비해 내성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패널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응답한 512명을 대

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위험유형을 유형화하 다. 간략형 K-척도의 소분류 항목인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형화한 결과,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저위험형, 유사인

터넷 중독형 4개의 군집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4가지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저위험형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

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저위험형이나 유사중독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저위험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모의 학력이 비교적 높았으며, 유사중독형에서 부모가 

맞벌이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모감독은 일상생활장애형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위험형에서 가장 높았고, 욕구대비 소득비는 유사중독형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이 내성형이었으

며, 또한 유사중독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또래애착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이 내성형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사중독형의 경우 군집 내 사례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현저히 작으므로 이

를 유사중독형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다범주 로짓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별로 

청소년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학교관련 특성이 미치는 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저위험형

을 준거집단으로 하 을 때, 일상생활장애형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많았고, 모의 교

육수준과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위험형과 비교하여 내성형은 역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많았고, 연령은 저위험군에 비해 어렸으며, 부모감독 수준이 낮았다. 

유사중독형은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상생활장애형, 내성형, 유사중독형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

소년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았으나, 저위험형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중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인터넷 중독위험 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여

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인터넷중독 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자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별에 따른 청

소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연령은 15~19세 청소년 중 나이가 많을수록 저위험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위험이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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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프로그램이 더 어린 연령인 초등학생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청소년

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인터넷중독 위험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건강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추후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위험군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중독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감독의 수준이 유의미

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모감독이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은 발달기적 특징으로 충동

적이고 자기조절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 관리가 필

요하다(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인터넷중독 성향을 설명하는데 다

양한 경로를 통하여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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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의 정신건강이 빈곤지 변화에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이종하(인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윤성원(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Ⅰ. 서론

빈곤의 지위변화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사 다. ‘어떻게 도와야 대상자가 빈곤으

로부터 탈피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

다.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빈곤을 유형화를 해보기도 하고, 

개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러한 연구들 중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인 요인을 중심으로는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 나태, 의타심, 부적응, 정신건강, 가족적 

결함 등을 제시하 다(원석조, 2013). 빈곤에 대한 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 던 Rejda(1999)는 

무작위적 사고이론, 사회적 장벽이론, 개인차이 이론을 제시하 는데, 이 중 개인차이 이론은 사

회적 다수가 가진 개인적 자질을 결여하고 있는 이들이 가난하다는 이론이며, 여기서 말하는 개

인적 자질의 결여는 빈약한 학력, 낮은 기술수준, 낮은 생산성, 낮은 근로동기, 신체적/정신적 장

애, 알코올/약물 중독 등을 말한다. 이처럼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공통적으로 

정신적 장애, 알코올 문제가 빈곤과 관련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빈곤에 대해서 무엇이 선행되는 요인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빈곤의 

문제가 지속되어서 알코올 문제와 우울감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는 사회원인론의 관점에서 진

행된 연구(성준모, 2010; Koster et al, 2006; Dohrenwend, 1992)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선행되어서 

빈곤문제로 나타났다고 보는 사회선택론의 관점(Lever, 2005)의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선택론적 관점에서 개인이 정신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개인의 정신건강이 빈곤에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양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경제

적 중하위층의 빈곤층 전락이 심화되고 있다(이현주 등, 2008). 또한 가구주의 가구소득차이가 극

단화 되고, 사회적 소득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이성균, 2008). 이러한 변화는 결국 비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진입을 높이고, 탈빈곤율은 낮아져서 빈곤이 고착화되게 만들고 있다

(성준모, 2010). 이러한 빈곤의 고착화는 다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복지비용의 증가와 국가생

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는 탈 빈곤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록, 진재문, 2003). 물론, 자립을 통한 탈 빈곤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수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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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야 한다고 보여진다.

즉,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울과 알코올문

제는 빈곤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이상록, 이순아, 2010; 윤명숙 외, 

2008). 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이상록과 이순아(2010)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빈곤을 지

속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으며, Zabkiewicks와 Schmidt(2007)의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를 수급 받는 사람들 중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Eaton 외(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우울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향

을 미쳤다고 한다. 결국 우울은 빈곤지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겠다. 알코올 문

제를 살펴보면, 이용표(2001)은 알코올 문제를 가진 수급자 집단이 알코올 문제를 갖지 않은 수

급자 집단보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았고, 가족 및 재정에 대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

고 언급하며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빈곤집단 내에서도 주관적 삶의 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자활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 다. 윤명숙 외(2008)의 연구에서는 일반인들

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알코올 문제와 정신건강을 비교해보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신건강상태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처럼 빈곤과 정신건강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제한된 데이터로 일부 횡단적 관계를 분석하여 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윤명숙 외, 2008; 박상규, 이병하, 2004; 이용표, 2001), 종단적 관계를 살

펴본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이상록, 이순아, 2010). 그러므로 우울과 알코올 문제가 빈곤지위변

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복지패

널이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많은 자료가 쌓인 상황에 빈곤지위변화에 있어서 중장기적 변화량

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지위변화가 있던 집단과 빈곤지위변화가 없는 집단 간에 인구사회적 및 우울, 알코

올 문제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음주수준이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향관계에 있어서 우울성향이 매개역할을 할 것인

가?

Ⅱ. 이론  배경

1. 빈곤지 변화에 한 선행연구

빈곤지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빈곤을 개인의 문

제로 치부해 버릴 수 없으며, 사회적 연대의 가치아래 빈곤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인 국가의 역할

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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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탈 빈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 빈곤은 많은 사람

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노동을 통해 탈 빈곤

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구조적인 빈곤을 고민하게 되었

고, 사회보장을 통한 개입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 다. 그러나 1970년대 신자유주의를 기반

으로 수많은 변화를 새로운 근로빈곤층, 신빈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

화를 생산하 고, 탈 빈곤은 더욱 어려워 졌다(남기민, 2010). 

 탈 빈곤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변화에 향력을 가진 인적자본 변수를 고

찰해 볼 수 있다. 성과 연령, 건강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생산성의 차이를 갖도록 만들고 생

산성의 차이는 임금율의 차이를 만들어 빈곤상태에 향을 준다(박능후 외, 2004). 또한 높은 교

육수준은 탈 수급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Grogger, 2004; Barret, 2000)과 직업훈련의 경험과 같

이 인적자본을 늘려주는 것이 빈곤을 탈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 란, 2005), 또한 건강상태, 

혼인상태,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수급탈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라고 할 수 있다(이원진, 2010; 박능후 외, 2004). 

탈 빈곤에 있어서 종단적 연구를 하는 경우 수급기간은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탈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첫째는 집단

의 이질성인데, 탈 수급 확률이 높은 집단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탈 수급을 하고, 수급기간이 

긴 집단은 비교적 취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탈 수급을 못하고 남아있는 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간

의존성인데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에 의존하게 되고, 인적자본이 침식당하여 수급을 탈출할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Bane & Ellwood, 1994). 이러한 수급기간에 대한 고찰은 국내 연구

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는데,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탈 수급에 부정적 향 요인으로 나타

났다(이원진, 2010). 

또한 자활에 대한 의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McLoyd와 Wilson(1991)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복지를 수급받는 것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다고 하 고, Taylor(2001)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고용의 질을 향상

하는데 향요인이 된다고 하 다. 김교성과 강철희(2003)의 연구는 경제적 자활로 진입에 성공

한 수급자들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활의지가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탈 빈곤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남성인 경

우, 학력이 높은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기혼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정규직 취업이 

된 경우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추가로 수급기간이 짧고, 심리적 요인의 강점을 보일 때라고 할 

수 있겠다.

2. 빈곤지 변화와 정신건강

빈곤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오랜 시간동안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

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Dohrenw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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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2; Muntaner, et. al., 2000). 하지만, 정신건강과 빈곤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빈곤이 선행되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으로는 빈곤으로 인한 삶의 스트레스가 선행되어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고, 사

회선택론(social selection)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의료비의 지출은 급증하여 빈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검증하

고자 한 Dohrenwend 외(1992)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사회

선택론이 더 적합하다고 보이는 반면, 여성의 우울, 남성의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은 사회원인론

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사회원인론의 가설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해서 빈곤을 해결

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탈 빈곤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생긴 원인과 

해결방법이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탈 빈곤과 정신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복지수급 빈곤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울증의 경우 4배, 불안장애의 

경우 2배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Zabkiewicks, Schmidt, 2007).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진 경우 실직확률이 높고, 복지수급기간이 길었다(Danziger et al, 2001; Eaton et al, 

2001).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상록과 이순아(2010)는 우울이 심각할수록 빈곤 경험율이 높고, 만

성빈곤 경험이 높으며, 빈곤기간도 길며, 탈 빈곤율은 낮다고 하 다. 박상규와 이병하(2004)는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낮은 자존감, 신체화 증상, 우울, 공포불안이 비빈곤층과 차이

가 있음을 언급하 다. 특히, SCL-90-R의 검사도구를 통해 살펴본 9가지 정신과적 증상 중 우울

증이 비빈곤층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완(2008)은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

스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하 고, 빈곤층의 경제적 압박이 우울에 미치는 향을 감

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원진(2010b)은 빈곤지위변화와 우울간의 관계

를 다양하게 분석하 는데, 

또한 빈곤계층의 정신건강문제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윤명숙(2008)은 수급자

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면서 일반인 집단이 수급자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

았지만, 알코올 의존자의 비율은 수급자 집단에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고하 다. 이것은 수급자 

집단이 심각한 알코올 문제에 더 많이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한우울, 사회적 부적응, 

불안, 불면 등 일반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수급자 집단이 취약하다고 하 다. 이용표(2001)는 수급

자집단을 알코올 중독 유무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알코올 중독 위험집단이 우울증을 함께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 집단은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개입

을 요구하 다. 또한 김문근(2011)은 알코올 문제와 빈곤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알코올 문제와 빈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

다. 즉, 빈곤계층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알코올 중독 상담과 직업재활의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빈곤과 알코올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패널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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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문제와 빈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탈 빈곤에 대한 개입방

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차년도와 8차년도를 비교하여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이 빈곤지위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지패널 조사는 국내에서 수행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이다. 또한 표본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표본의 약 50%를 할당하 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연구에 적합하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패널 1차년도와 8

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이 빈곤지위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차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 고,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beta12)와 

8차자료(beta1)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1차년도와 8차년도의 우울감, 알코올 정도의 차이를 비교

하여 사용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조사된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가구원자료를 머지하여 사용하 다. 

패널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울척도와 알코올 척도 중 응답하지 않아 분석자료로 부적절적하

다고 판단한 사례들은 제외하고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가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복지패널의 데이터에서는 표본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에 대한 기준으로 저소득층

을 조사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13).  

이 기준은 상대적빈곤의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단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주

로 사용한 인구학적 측정단위이다. 인구학적 측정단위는 기본적 측정단위가 가구이다(여유진, 

2005). 이는 주요소득원이거나, 수급을 받는 대상자가 가구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가구중에서

도 1차년도와 8차년도에 가구주인 경우와, 1차년도에 저소득층인 가구를 주대상층으로 보았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을 때, .7이상인 변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위변화상태이다. 한국 복지패널 조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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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패널 1차 ∼ 8차 종속변수(지위변화상태)

1차 → 8차 일반가구→일반가구

1차 → 8차 일반가구→저소득가구

1차 → 8차 저소득가구→저소득가구

1차 → 8차 저소득가구→일반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빈곤에 대한 기준으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고, 중위소득 60% 미만을 저소득

가구로, 중위소득 60%이상을 일반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음주와 우울에 대한 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보다 명

확한 결론 도출을 위해 회귀분석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일반가구와 중위소득이 60%이하인 

저소득가구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 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저소득층 대상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빈곤지위변화는 1차년도에서 8차년도 사이에 빈곤지위가 변화하 는지 살

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지위변화상태를 아래표와 같이 유형화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빈곤지위변화상태가 1차년도에서 8차년도까지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위의 4가지 경우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총 4788가구(전체가구=일반+저소득가구)에 대해 빈곤지위변화상태를 살펴본 결과 

지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높은 빈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빈곤지위변화가 없

었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가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44.7%(2140가구)로 제일 많았고, 

저소득가구를 유지하는 경우도 33.7%(1615가구)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도 높은 비

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의 빈곤지위가 변화한 경우를 살펴보면, 빈곤지위가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로 변화

한 경우는 7.2%(346가구)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에서 일반가구로 변화한 경우는 14.3%(687가구)

로 나타나 빈곤지위상태가 변화하는 경우는 전체조사대상가구의 21.5%(1033가구)인 것으로 나타

나 빈곤지위변화상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다. 

<표 1> 지 변화상태

변화여부
전체가구(N=4,788) 저소득가구(N=1,980)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차에서 8차 지위변화없음
일반→일반 2,140 44.7 11 0.6

저소득→저소득 1,615 33.7 1615 81.5

1차에서 8차 지위변화있음
일반→저소득 346 7.2 345 17.4

저소득→일반 687 14.3 9 0.5

합계 4,788 100.0 19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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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저소득가구를 기준으로 빈곤지위변화상태를 살펴보면, 빈곤지위변화가 없던 경우가 

1626가구, 빈곤지위가 변화한 경우가 35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이면서도 일반가구에서 일반가구로 지위가 유지된 경우가 11가구(0.6%), 저소득가구에서 저

소득가구로 지위가 변화된 경우는 1615가구(8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위변화가 있었던 

그룹에서는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로 변화한 경우가 345가구(17.4%), 저소득가구에서 일반가구

로 즉 탈빈곤한 가구는 9가구(0.5%)정도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1) 음주

응답자들의 음주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 중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와 CAGE척도를 주로 사용하여 음주수준을 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GE척

도 4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CAGE척도는 4문항 중 두 항목이상 그렇다고 응답하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주로 음주인식을 살펴볼 때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값은 .66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CAGE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1.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2.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3.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4.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2) 우울

 우울 관련 측정도구중 주로 쓰이는 것은 CESD 척도와 SCL-90-R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CESD 축약버전인 CESD-11을 사용하고자 한다. CESD-11은 계산된 값이 16점 보다 높으면 우울

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을 포함하고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우울성향

의 내적일관성 계수값은 .88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수

음주가 음주자의 우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로상태, 혼인상

* 연구를 계획할 때 탈빈곤, 즉 빈곤지위변화가 저소득에서 일반가구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빈곤관련 정책들이 이뤄져 왔었고, 자녀의 성장이나 돌봄가족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탈빈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1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로 빈곤지위변화를 분석하

을 때 극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8차년도 이전에 이미 탈빈곤을 경
험한 가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빈곤하지 않았으나 앞서 조사된 시점에서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각 시점별로 빈곤지위변화의 상태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서는 정확히 탈빈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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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 수 명 형태 변수설명 속성, 단위

종속변수 지위변화 명목 복지패널 1차 ∼ 8차
일반가구→일반가구=0, 저소득가구→저소득가구=1

일반가구→저소득가구=2, 저소득가구→일반가구=3

독립변수
건강
요인

척도 우울(CES-D-11)a Sum CES-D-11

척도 알코올(CAGE)b Sum CAGE

통제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더미 성별 남=0, 여=1

연속 연령 세 
더미 교육수준 고졸미만=0, 고졸이상=1

더미 혼인상태
기타=0(비해당,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 

유배우=1

더미 가구형태
기타=0(단독, 모자, 부자, 조손, 소년소녀가장), 

일반=1

서열 경제활동상태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활=0, 

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 자활 및 공공근로=1, 

고용주, 상용직, 자 업자=2

연속 가구원수 1~9명까지 연속변수

매개변수

우울독립변수 종속변수

알콜
일반가구→일반가구
저소득가구→저소득가구
일반가구→저소득가구
저소득가구→일반가구

지위변화

태, 종교, 가족의 경제수준 등이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성향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용석, 2001; Wang and Patten, 2001), 연령이 낮을수록(Dixit and Crum, 2000),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Dixit and Crum, 2000; Hill and Angel, 2005), 취업자일수록(Hill and Angel, 

2005),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열악할수록 음주와 우울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봉

재·이지숙,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형태, 경

제활동상태, 가구원수를 투입하여 분석하 다. 

4. 변수의 측정

<표 2>는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이다. 

<표 2> 변수  측정

  주: a. 우울척도인 CES-D-11을 합산하여 사용.

b. 음주인식척도인 CAGE를 합산하여 사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원자료.

[그림 1]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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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결과

1. 분석결과

1) 일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1차년도와 8차년도에 가구주인 경우를 주요 대상층으로 보았고,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가구ID를 머지하여 최대한 동일가구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1차년도 

자료와 8차년도 자료의 대상자수에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아래표와 같이 제시하 다. 

먼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자료를 먼저 분석해 보았다. 1차년도 자

료와 8차년도 자료의 응답자 수는 일부자료를 제외하고는 총 4788가구로 나타났다. 1차년도 자료

에서 남성은 3729(77.9%), 여성은 1059(22.1%)로 남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의 

경우에는 남성이 3446(72.0%), 1342(28.0%)로 나타나 1차년도 자료에 비해 여성의 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차년도 자료에서는 60대가 1135가구(2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40대(931가구, 19.4%), 70대(911가구, 19.0%), 50대(794가구, 16.6%), 30대(747가구, 15.6%)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자료에서는 70대가 1283가구(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50대(948가구, 19.8%), 40대(865가구, 18.1%), 60대(820가구, 17.1%), 80대이상(647가구, 13.5%)

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자가 가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 현재 재학상태, 수료상태 등을 제외하고 가구주가 졸업을 한 경우만을 살펴보았다. 

졸업상태만을 살펴본 이유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과 빈곤과는 

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Gilman et al, 2003; Cortes et al, 2009; 

성준모, 2010). 본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은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빈도분석에서 졸업자만을 뽑아서 제시하 다. 1차년도 자료에서는 고등학

교 졸업을 한 경우가 1332(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졸업(792가구, 22.1%), 대학교

졸업(612가구, 17.1%), 중학교졸업(523가구,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자료에서는 1차년

도 자료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경우가 1311가구(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

음은 초등학교 졸업이 843가구(23.6%), 대학교졸업이 574가구(16.0%), 중학교 졸업이 533가구

(14.9%)를 차지하 다. 

혼인상태는 1차자료와 8차 자료모두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별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

도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상으로 1차자료에서는 3337가구(69.7%)가, 

8차자료에서는 3024가구(63.2%)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자료에서는 821가구

(17.1%), 8차자료에서는 1162가구(24.3%)가 사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의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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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저소득+일반 저소득

1차 8차 1차 8차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개
인
특
성

성별
남성 3,729(77.9) 3,446(72.0) 1,196(60.4) 1,274(55.1)

여성 1,059(22.1) 1,342(28.0) 784(39.6) 1,038(44.9)

합계 4,788(100.0) 4,788(100.0) 1,980(100.0) 2,312(100.0)

연령

10대(15세-19세) 1(0.0) 1(0.0) 1(0.01) 1(0.0)

20대(20세-29세) 83(1.7) 5(0.1) 3(0.2) 5(0.2)

30대(30세-39세) 747(15.6) 219(4.6) 18(0.9) 31(1.3)

40대(40세-49세) 931(19.4) 865(18.1) 114(5.8) 178(7.7)

50대(50세-59세) 794(16.6) 948(19.8) 193(9.7) 289(12.5)

60대(60세-69세) 1,135(23.7) 820(17.1) 278(14.0) 367(15.9)

70대(70세-79세) 911(19.0) 1,283(26.8) 827(41.8) 883(38.2)

80대이상(80세~97세) 186(3.9) 647(13.5) 546(27.6) 558(24.1)

합계 4,788(100.0) 4,788(100.0) 1,980(100.0) 2,312(100.0)

교육
수준

무학(만 8세이상) 17(0.5) - 507(25.6) 537(23.2)

초등학교졸업 792(22.1) 843(23.6) 752(38.0) 822(35.6)

중학교졸업 523(14.6) 533(14.9) 285(14.4) 327(14.2)

고등학교졸업 1,332(37.1) 1,311(36.7) 296(14.9) 428(18.5)

전문대학졸업 214(6.0) 220(6.2) 46(2.3) 59(2.6)

대학교졸업 612(17.1) 574(16.0) 83(4.2) 119(5.2)

차년도 320명(6.7%), 8차년도 386가구(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차자료를 살펴보면, 4788가구중 비경제활동인구가 1325가구(27.7%)

로 가장 높았고 자 업자가 1212가구(25.3%), 상용직근로자 998가구(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차년도 자료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740가구(36.3%), 자 업자 1072가구(22.4%), 상용직근로자

가 975가구(20.4%)인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특성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가 가장 높고, 자

업자, 상용직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는 2-4명인 경우가 2448가구(51.1%)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했고, 4명이상인 가구가 1400가구(29.2%), 2명미만인 가구도 940가구(19.6%)의 비중을 차

지하 다. 8차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가구의 특성이 2명미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

음을 알수 있는데, 가구원수가 2-4명인 경우가 2233가구(46.6%), 4명이상인 경우가 1299가구

(27.1%), 2명미만인 경우가 1256(26.2%)로 나타나 2-4명 미만인 경우보다 2인 미만의 가구가 훨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구형태도 다양하게 변화 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

는데 1차년도 자료의 경우 일반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732가구(77.9%), 그 다음 단독(1인)가

구가 939(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단독

가구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가구는 3422(71.5%)인 반면, 단독(1인)가구는 

1256(26.2%)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에서도 진행된 바와 같이 다양한 1

인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 정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표 3> 표본의 특성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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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저소득+일반 저소득

1차 8차 1차 8차
대학원(석,박사)졸업 99(2.8) 96(2.7) 11(0.6) 18(0.8)

합계 3,589(100.0) 3,577(100.0)*
결측12 1,980(100.0) 2,310(100.0)*

결측2

결혼
상태

유배우 3,337(69.7) 3,024(63.2) 804(40.6) 1,037(44.9)

사별 821(17.1) 1,162(24.3) 875(44.2) 928(40.1)

이혼 320(6.7) 386(8.1) 205(10.4) 244(10.6)

별거 68(1.4) 49(1.0) 21(1.1) 27(1.2)

미혼(18세이상, 

미혼모포함)
241(5.0) 166(3.5) 74(3.7) 75(3.2)

비해당(18세미만) 1(0.0) 1(0.0) 1(0.1) 1(0.0)

합계 4,788(100.0) 4,788(100.0) 1,980(100.0) 2,312(100.0)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상용직 998(20.8) 975(20.4) 25(1.3) 109(4.7)

임시직 508(10.6) 461(9.6) 89(4.5) 145(6.3)

일용직 408(8.5) 304(6.3) 124(6.3) 150(6.5)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32(0.7) 57(1.2) 47(2.4) 42(1.8)

고용주 94(2.0) 122(2.5) 4(0.2) 15(0.6)

자 업자 1,212(25.3) 1,072(22.4) 417(21.1) 565(24.4)

무급가족종사자 21(0.4) 25(0.5) 9(0.5) 15(0.6)

실업자 실업자 189(3.9) 32(0.7) 13(0.7) 11(0.5)

비경제
활동인

구
비경제활동인구 1,325(27.7) 1,740(36.3) 1,252(63.2) 1,260(54.5)

합계 4,787(100.0)*
결측1 4,788(100.0) 1,980(100.0) 2,312(100.0)

가
구
특
성

가구
원수

2명 미만 940(19.6) 1,256(26.2) 703(35.5) 994(43.0)

2∼4명 2,448(51.1) 2,233(46.6) 1,077(54.4) 1,050(45.4)

4명 이상 1,400(29.2) 1,299(27.1) 200(10.1) 268(11.6)

합계 4,788(100.0) 4,788(100.0) 1,980(100.0) 2,312(100.0)

가구
형태

단독 939(19.6) 1,256(26.2) 956(48.3) 994(43.0)

모자 59(1.2) 48(1.0) 32(1.6) 35(1.5)

부자 31(0.6) 29(0.6) 9(0.5) 12(0.5)

조손, 소년소녀가장 27(0.7) 33(0.7) 27(1.4) 27(1.2)

일반가구 3,732(77.9) 3,422(71.5) 956(48.3) 1,244(53.8)

합계 4,788(100.0) 4,788(100.0) 1,980(100.0) 2,312(100.0)

둘째, 빈곤지위변화를 살펴봄에 앞서, 저소득가구의 개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여 1차년도와 8차년도 표본의 특성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저소득가구는 1차년도에는 1980가구

으나, 8차년도에는 2312가구로 빈곤층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 중의 400가구

가 빈곤층으로 변화하 다는 것은 빈곤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미국발 경제위기, 신

사회위기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 가구의 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가구가 저소득가구를 유지하거나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로 변화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저소득가구에서도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크게 없었던 반면 남성가구주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년도에서는 남성가구주가 1196(60.4%), 여성가구주가 784(39.6%)로 나

타났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남성가구주가 1274(55.1%), 여성가구주가 1038(4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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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는 70대의 비중이 827가구(41.8%)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80대 이상도 546가구(27.6%)로 나타났다. 그 다음 60대(278가구, 14.0%), 50대(193가구,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자료에서도 70대 883가구(38.2%), 80대이상 558가구(24.1%), 60

대 367가구(15.9%)의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연령대는 대체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빨라지는 은퇴시기등을 고려해 볼 때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1차년도 자료의 경우 초등학교졸업(752가구, 38.0%), 무학이 

507가구(25.6%), 고등학교졸업(296가구, 14.9%), 중학교졸업(285가구,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차년도 자료에서는 초등학교졸업(822가구, 35.6%), 무학(537가구, 23.2%), 고등학교졸업(428가구, 

18.5%), 중학교졸업 327가구(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직업과 굉장히 접

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직업은 더 나아가 소득수준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빈곤은 

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앞서 보았듯이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았던 만큼 교육수준이 낮

은 집단이 빈곤층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1차자료에서는 사별 875가구(44.2%), 유배우 804가구(40.6%), 이혼 205가

구(10.4%)로 나타났고, 8차자료에서는 유배우 1037(44.9%), 사별 928(40.1%), 이혼 244(10.6%)의 순

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 취업자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8차

년도 자료에서 취업자는 45%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차년도에서는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비경제활동인구 1252(63.2%)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 업자 

417(21.1), 일용직 124(6.3%), 임시직 89(4.5%)의 순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1260(54.5%), 자 업자 565(24.4), 일용직 150(6.5%), 임시직 145(6.3%) 상용직 109(4.7%)로 나타나 

1차년도 보다는 상용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에서는 가구원수 2~4명미만 1077가구(54.4%), 2명미만 703(35.5), 

4명이상 200(10.1%)의 순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2~4명미만 1050(45.4%), 2명미만 

994(43.0%), 4명이상 268(11.6%)의 순으로 나타나 8차년도의 경우 2명미만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서는 일반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율이 같은 956가구(48.3%)로 나

타났고, 모자 32가구(1.6%), 소년소녀가장 27가구(1.4%)의 순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자료에서는 

일반가구 1244(53.8%)가 가장 많은 분포를 띄었고, 단독가구 994(43.0%), 모자가구 35(1.5%), 조손, 

소년소녀가장가구 27(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구의 특성이 모자, 부

자 일 경우 더욱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와 단

독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과 남성가구주의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 다. 실제로 

가구주의 성별특성이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성별에 따른 빈

곤탈피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복지패널 1차조사시점에서 빈곤층에 속했던 여성가구주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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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계
변동없음(일반-일반) 3(0.3%) 8(0.8%) 11(0.6%)

변동없음(저소득-저소득) 769(75.2%) 846(88.4%) 1615(81.6%)

변동있음(일반-저소득) 246(24.0%) 99(10.3%) 345(17.4%)

변동있음(저소득-일반) 5(0.5%) 4(0.4%) 9(0.5%)

계 1023(100.0%) 957(100.0%) 1980(100.0%)

1차년도 8차년도

우울점수 합계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

차
최소값 최대값

8.68 7.08 0 31 6.28 5.91 0 32

우울증여부
우울 292가구 (14.7%) 133가구 (6.9%)

비우울 1618가구 (81.7%) 1918가구 (93.1%)

성가구주가 8차 데이터에서 빈곤에서 벗어난 비율은 남성가구주가 0.5%, 여성가구주가 0.4%로 

빈곤지위변화에 이렇다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더욱 

빈곤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지위변화가 저

소득층에서 저소득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여성가구주가 8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한 남성가구주는 일반가구 다가 저소득가구로 변한 경우가 저소득에 머물러 있는 경우(75.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246가구(24.0%) 빈곤탈피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

다. 물론 이런 단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탈빈곤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빈곤탈피율이 

낮은 현상은 현행 빈곤제도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향후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 가구주성별에 따른 빈곤지 변화 ( 소득가구를 심으로, N=1,980)

저소득 가구의 특성 중 우울과 관련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대상자의 우울정도는 1

차년도에 평균 8.48(표준편차=7.07)에서 8차년도에 평균5.71(표준편차 5.76)으로 우울정도는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절단점인 16점에 크게 미치지 않아 우울정도는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 절단점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을 구분하여 빈도분

석한 결과 각 조사년도 별로 전체의 14.7%, 6.9%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1차년도에 비해 8차년도에 우울증 의심대상이 줄기는 하 으나,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 실태조사 2011년 기준 6.7%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유병률 5.6%보다는 다

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5> 소득가구의 우울특성

주: n= 1차년도, 8차년도 모두 응답한 저소득가구=1,980

2) 복지패  1차가구와 8차가구의 빈곤지 변화

먼저 1,8차 년도에 모두 응답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1차 년도에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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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가구의 빈곤지위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표에 한꺼번에 제시해 보았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는 <표 6>~<표 8>의 왼쪽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표 8>의 

오른쪽에 제시되어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음주와 우울이 서로 접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라는 것은 많은 논증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음주와 우울의 매개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빈곤지위변화 상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음주와 우울의 선행관계 혹은 매개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직접적으로 음주와 우울이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특성과 일반가구의 특성이 음주와 우울로 설명되기에는 매

우 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음주와 우울의 매개관계와 빈곤지위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저소득층

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 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통해, 현재 제

공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이

다. 이에 음주와 우울의 매개관계와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저소

득가구와 전체가구(저소득+일반가구)와 비교해 살펴보고자 하 다. 

음주가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빈곤지위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F값은 전체가구에서는 F=10.842(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가

구에서는 F=32.990(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통제변인과 음주가 빈곤지

위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전체모형의 설명력은 전체가구가 9.4%, 저소득가구가 11.2%로 나

타나 설명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8차 년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중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등 통제변

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음주상태가 전체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음주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F값이 전체가구에서는 F=60.534(p<.001)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에서는 F=10.989(p<.001)

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가구형태가 일반

가구가 아닌 단독, 모자, 부자, 조손, 소년소녀가장일수록, 경제활동상태가 실업자·비경활인구일수

록 음주형태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을수

록 음주형태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음주형

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상태가 선행된다고는 말할 수 없

으나 음주형태와 우울은 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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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가구(N=4,788) 저소득가구(N=1,980)

B S.E  t B S.E  t

통제
변수

성별 -.212 .296 -.017 -.716 .446 .553 .038 .806

연령 .021 .008* .070 2.642 .016 .019 .040 .806

교육수준 -.912 .194*** -.106 -4.696 -.189 .475 -.016 -.399

혼인상태 -1.893 .305*** -.197 -6.212 -3.290 .691*** -.314 -4.760

가구형태 -1.001 .323* -.090 -3.096 -.339 .714 -.031 -.474

경제활동상태 -.824 .107*** -.165 -7.694 -.540 .227 -.092 -2.378

가구원수 .279 .087* .087 3.221 .330 .282 .065 1.171

정신
건강

알코올(CAGE) -.449 .083*** -.100 -5.385 -.769 .211*** -.134 -3.642

상수 6.634 .717*** - 9.250 8.355 1.8*** - 4.752

  (adj.   )=.160(.157), F=60.534, p=.000   (adj.   )=.113(.103), F=10.989, p=.000

구분
전체가구(N=4,788) 저소득가구(N=1,980)

B S.E  t B S.E  t

통제
변수

성별 -.103 .080 -.032 -1.282 .053 .045 .056 1.183

연령 .007 .002** .090 3.304 -.009 .002*** -.268 -5.591

교육수준 -.388 .053*** -.173 -7.369 -.003 .038 -.003 -.068

혼인상태 -.292 .083*** -.117 -3.537 .025 .056 .029 .444

가구형태 .109 .088 .038 1.245 .077 .058 .088 1.335

경제활동상태 -.080 .029** -.061 -2.739 .005 .018 .010 .258

가구원수 .012 .024 .014 .495 .012 .023 .030 .533

정신
건강

알코올(CAGE) -.016 .023 -.014 -.707 .017 .017 .037 .994

상수 .942 .194*** - 4.845 1.605 .142*** - 11..301

  (adj.   )=.094(.091), F=32.990, p=.000   (adj.   )=.112(.102), F=32.990, p=.000

<표 6> 음주형태가 빈곤지 변화에 미치는 향

* p<0.05 **p<0.01 *** p<0.001

<표 7> 음주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

* p<0.05 **p<0.01 *** p<0.001

<표 8>에서 음주로 인한 우울이 빈곤지위변화에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는

데, 매개변인인 우울을 투입하 을 때의 F값은 전체가구에서는 F=30.798(p<.001), 저소득가구에서

는 F=10.055(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검증되었다. 

우울이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가구에서만 우울이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우

울이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인미만 가구의 증가와 연관지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소

득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2인 미만의 가구, 즉 1인가구의 증가와 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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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가구(N=4,788) 저소득가구(N=1,980)

B S.E  t B S.E  t

통제
변수

성별 -.099 .080 -.031 -1.235 .055 .045 .059 1.242

연령 .007 .002* .085 3.125 -.009 .002*** -.265 -5.539

교육수준 -.371 .053*** -.166 -7.031 -.004 .038 -.004 -.097

혼인상태 -.257 .083* -.103 -3.093 .006 .057 .007 .107

가구형태 .128 .088 .044 1.458 .075 .058 .086 1.304

경제활동상태 -.064 .029 -.049 -2.189 .002 .018 .003 .090

가구원수 .006 .024 .008 .274 .014 .023 .034 .616

정신
건강

알코올(CAGE) -.008 .023 -.006 -.335 .013 .017 .027 .732

우울(CESD-11) .019 .005* .071 3.479 -.006 .003 -.071 -1.856

상수 .819 .197*** - 4.149 1.652 .144*** - 11.470

  (adj.   )=.098(.095), F=30.798, p=.000   (adj.   )=.116(.105), F=10.055, p=.000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실제검증을 통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성급히 판단하기 어려

운 내용으로, 실제로 음주상태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쳤는지를 구조방

정식이나 요인분석 등의 후속연구를 통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가족의 기능, 

사회적지지, 기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음주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우울을 감

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요인들이 빈곤지위변화를 일으키는

지에 대해 다시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8> 우울이 빈곤지 변화에 미치는 향

* p<0.05 **p<0.01 *** p<0.001

Ⅴ. 연구의 함의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1,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변화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지위의 변화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지위변화에 대

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1.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복지패널 1차, 8차에 모두 응답한 대상가구 중 응답자의 특성을 전체가구

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N=4788가구로 남성보

다는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자료에 비해 8차년도 자료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는 1차년도 자료에서는 60대(23.7%), 40대(19.4%), 70대(19.0%), 50대(16.6%), 30대(15.6%)

의 순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70대(26.8%), 50대(19.8%), 40대(18.1%), 60대(17.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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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상(13.5%)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 중에서도 졸업자만을 살펴봤을 때 가구주의 졸업상태는 1차년도 자료에서는 고졸

(37.1%), 초졸(22.1%), 대졸(17.1%), 중졸(14.6%)의 순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고졸

(36.75), 초졸(23.6%), 대졸(16.0%), 중졸(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1차자료와 8차자료 모두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별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년

도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유배우가 69.7%, 8차년도 자료에서는 유배우가 63.2% 으며, 사별을 경

험한 경우는 1차 17.1%, 8차 24.3%로 8차가 좀 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는 특이하게도 4788가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 업자 25.3%, 상용직근로자 20.8%의 순으로 나타났

다. 8차년도 자료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36.3%, 자 업자 22.4%, 상용직근로자 20.4%로 가구주

의 특성이 비경제활동인 경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60, 70대

가 대다수로 퇴직을 앞둔 연령층이 많이 조사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는 2-4명인 경우가 51.1%, 4명이상 29.2%, 2명미만인 가

구가 19.6% 던 반면, 8차년도 자료에서는 2-4명인 경우가 46.6%, 4명이상인 경우가 27.1%, 2명

미만인 경우가 26.2%로 2인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구원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 는데 1차년도 자료에 비해 8차년도 자료에

서 단독가구가 19.6%→26.2%로 소폭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빈곤지위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개별특성이 1차년도와 8차

년도 자료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각 조사의 저소득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1

차년도에는 1980가구에서 8차년도에는 2312가구로 빈곤층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소득

가구중 400가구가 빈곤층으로 변화하 다는 사실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미국발 경제위기, 신사회

위기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소득가구에서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1차, 8차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1차년도에서는 남성가구주가 1196(60.4%), 여성가구주가 784(39.6%)로 나타났고, 8차년도 자료

에서는 남성가구주가 1274(55.1%), 여성가구주가 1038(44.9)로 나타나, 갈수록 여성저소득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는 70대, 80대이상, 60대, 50대 의 순으로 나타났

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70대, 80대이상, 60대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에 비해 연령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 듯이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문제, 빨라지는 

은퇴시기, 빠른 사회변화와 관련되어 빈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이 예측되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초졸(38.0%), 무학(25.6%), 고졸(14.9%), 중졸(14.4%)의 순

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의 경우에는 초졸(35.6%), 무학(23.2%), 고졸(18.5%), 중졸(14.2%)로 나타나 

이 역시도 가구주의 높은 연령대와 맞물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빈곤층에 유입되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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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빠를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결혼상태는 1차년도자료에서는 사별(44.2%), 유배우(40.6%), 이혼(10.4%)의 순으로 나타났고, 8

차년도에서는 유배우(44.9%), 사별(40.1%), 이혼(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자료에서 취업자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8차

년도 자료에서 취업자는 45%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에서는 가구원수 2~4명미만 1077가구(54.4%), 2명미만 703(35.5), 

4명이상 200(10.1%)의 순으로 나타났고, 8차년도 자료에서는 2~4명미만 1050(45.4%), 2명미만 

994(43.0%), 4명이상 268(11.6%)의 순으로 나타나 8차년도의 경우 2명 미만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구의 특성이 모자, 부자 일 경우 더욱 빈곤에 처

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함의  제언

 첫째, 먼저 1,8차 년도에 모두 응답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1차 년도에 저소득

가구 던 가구의 음주가 빈곤지위변화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빈곤지위변화를 종속변인

으로 한 모형의 F값은 전체가구에서는 F=10.842(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저소득가구에서는 F=32.990(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음주상태가 전체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에서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음주형태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F값이 전체가구에서는 F=60.534(p<.001)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에서는 F=10.989(p<.001)로 나타

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전체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

우자가 없을수록, 가구형태가 일반가구가 아닌 단독, 모자, 부자, 조손, 소년소녀가장일수록, 경제

활동상태가 실업자·비경활인구일수록 음주형태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을수록 음주형태가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주로 인한 우울이 빈곤지위변화에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 는데, 매

개변인인 우울을 투입하 을 때의 F값은 전체가구에서는 F=30.798(p<.001), 저소득가구에서는 

F=10.055(p<.001)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검증되었으나, 전체가구에서만 우울이 빈곤지위

변화에 미치는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2인 미만의 가

구로 줄어들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빈곤지위변화에 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기능, 사회적지지, 기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음주행동을 감소

시키거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요인들이 빈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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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이나 요인분석을 통해 다시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우울과 음주는 시간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변수임에도 시간의 변화를 적절히 추

가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과, 시간변화와 더불어 관계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

제점이 있다. 

 또한 각 패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만을 제시했을 뿐 실제로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종단분석

을 실시하지 못하여 실제 변화과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 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  

실제 가구가 빈곤하다고 해서 가구원도 빈곤한지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할 과제 중에 하나

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빈곤탈피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단지 가구주의 성별만을 구별해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대상 제도를 받은 실제 

대상자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들의 빈곤탈피

율은 각 wave마다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면 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제시한 문제점을 수정, 반 하여 다시 한번 저소득층의 빈곤지위변화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통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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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사와 정신건강의 종단  계: 연령집단 간 차이를 심으로

정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자원봉사가 우울의 종단적 궤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향이 초기성인기와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여 20세이상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분석결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8차년도까지 유지되었다.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기성인기의 개인들에게 자원봉사는 우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

기와 노년기에서는 우울의 초기값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기는 자

원봉사 횟수와 상관없이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우울의 초기수준이 낮았으며 그 차이는 유지되

었고, 노년기는 12회 이상 참여한 경우 초기 우울수준 감소에 향을 미치며 그 차이는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와 우울의 관계는 연령 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며 중장년기

와 노년기의 자원봉사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 다.

제1  서론

자원봉사는 시민성과 이타성 및 자발성을 기반으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식적인 개인 

및 단체의 도움활동으로 정의된다(김범수 외, 2012) 자원봉사의 가치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자

아형성, 삶의 의미 발견 및 성찰 등 인간의 내적 욕구충족을 통해 개인적인 발전을 이끌고 국가 

및 사회적으로는 복지이념의 구현, 사회적 통합 증진 및 관련기관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구재관 외, 2013). 특히, 현대 사회의 복지서비스 욕구 확대와 비 리 기관의 인력 재

정부족 등은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사 역이 확장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연도별 활동자원봉사자는 2002년 71천명에서 

2011년 1,486천명으로 약 20배 이상 증가하 으며 매년 평균 142.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 자원봉사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자원봉사를 제외한 인구대비 현황으로는 2006년 

20세 이상 인구의 5.7%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데 이어, 2012년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은 14.6%로 

2.5배이상 증가하는 데 그쳤다(통계청, 2013). 자원봉사가 활발한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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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연령별 자원봉사 인구대비 활동현황을 살

펴보면 20-30대의 자원봉사 비율은 약 6%, 40-50대 4%, 60대상 2%에 불과한데(안전행정부‧1365

나눔포털, 2013), 특히 60대 이상의 참여비율은 자원봉사가 활발한 미국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이

러한 현황을 반 하듯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방안과 자원봉사자의 개인 특성 및 제

도적 개선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난 이후 개인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황이다(이민창,2008) .

자원봉사는 도움을 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진다(Kim, Pai, 2010; Meier, Stutzer, 2008; Musick, Wilson, 2003; Post, 2005; Rietschlin, 1998; 

Thoits, Hewitt, 2001; Wilson, Musick, 1999).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개인적 가치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타주의 가치와 함께 개인 내적인 욕구충족이라는 가치 또한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Cnaan, Goldberg-Glen, 1991).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이들 동기를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하나의 동기범주로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되는 보람과 자아존중감등 개인의 가치 및 정신건강향상이 자원봉사 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다.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통합감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Berkman et al., 2000; Brown et 

al., 1986),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은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감등 심리내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

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and Pai, 2010; Musick and 

Wilson, 2003; Thoits and Hewitt, 2001). 

그러나 자원봉사를 정신건강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후 

개인의 정신건강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

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관계중심의 연구로써(Rietschlin and 1998;Van Willigen, 1998; 

Wilson and Musick, 1999) 자원봉사의 장기적 향을 입증하는데 제한적이었으나 종단적 자료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보다 잘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 Kim and Pai, 2010; Thoits and 

Hewitt, 2001; Van Willigen, 2000). 국내의 연구 경향 역시, 자원봉사와 개인의 정신건강 간의 관

계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경우(김동배 신수민 ‧ 정규형, 2012; 조예경, 2002)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단기간의 종단적 실험연구와(김수현, 2013) 패널자료등의 구축으로 자원봉사에 따른 

개인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의 지속적인 변화양상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동기와 정신건강의 효과에 있어 연령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

며( Kim and Pai, 2010; Omoto, Snyder and Martino, 2000; Van Willigen, 2000), 자원봉사의 동

기를 노인의 경우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에 의해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에 대한 욕구에 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 다. 또한 이러한 

동기의 차이는 자원봉사의 결과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인 

방향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자원봉사의 효과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 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노인의 경우 사회적 의무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자원봉사를 통해 충족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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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신건강을 향상시킴을 의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원봉사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향(이정숙, 2009; 윤미 , 2010; 김수현, 2013)과, 중 ‧ 장년기의 우울, 사회적 정체성 및 역할정

체성에 미치는 향(김순자,2009; 김혜경, 2000; 조예경, 2002) 및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향(허성호 ‧ 정태연, 2013) 등을 탐색한 결과들이 있어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탐색하

기 위해서는 연령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원봉사가 활발한 외국과 달

리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을 고려하고 각 연령집단을 동시에 분석에 

포함시킬 때도 이러한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연령별 자원봉사의 효

과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이상의 각 생애주기별 자원봉사의 효과 차이를 동시에 규

명한 연구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점과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향을 종단적으로 살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의 발달궤적은 어떠한가?

둘째, 우울의 발달궤적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원봉사가 우울의 발달궤적에 향을 미치는가?

넷째, 자원봉사의 우울에 대한 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제2  이론  배경  선행연구

1. 자원 사자의 개인  특성과 동기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앞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동기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개인은 자원

봉사를 하지 않는 이들과 비교하여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러

한 특성이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에도 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특성을 사전에 통제

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 자원

봉사자들의 동기를 확인하여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의 특성은 사회적 배경요인(소득, 직업, 성별), 인적자원요인(학력), 

동기와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 사회활동요인(혼인상태, 자녀유무)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김성

준, 2003; 김숙경, 2005; 조휘일, 1991; Gerard 1985; Hettman and Jenkins,1990). 이러한 특성들을 

요약하면 여성이면서 소득과 학력이 높고 직업이 있을수록, 기혼자이면서 자녀가 있을수록 자원

봉사활동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연구에 따라 그 결과의 방향

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의 동기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동기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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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로 나누어진다. 즉, 타인을 위한 공감과 이에 대한 가치부여와 개인적인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적인 인식등의 보상적 측면으로 설명된다. 류기형(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가치 동기기능, 사회적 기능, 보호 기능 등이 자원봉사과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타주의적 가치, 준거집단에 대한 사회적 의식, 죄의식 감소를 위한 보호적 기

능 등의 동기가 자원봉사만족도에 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Cnaan과 Goldberg-Glen(1991)는 

기존문헌의 리뷰를 통해 자원봉사의 다양한 동기를 28개로 리스트화하여 어떤 범주로 묶이는지

를 요인분석을 통해 규명해 내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자원봉사동기들이 한 범주로 묶이

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는 이타주의적인 동시에 보상을 경험하는 활동임을 시사하 다. 즉 사

람들이 이타주의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의미를 찾고 만족을 느끼기 때

문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자원봉사의 이

타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성장이나 보상적 경험들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자원봉사를 통

한 보상경험이 없거나 적을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향도 반대의 방향이 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의 동기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향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자원봉사의 동기의 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개인적 특성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자

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대한 향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각 연령집단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자원 사와 정신건강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심리 ‧ 사회적 자원

이론이 논의되고 있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스트레스 발생시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Rietschiln, 1998). 심리적 자원이론을 근거로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을 설명한 연구에서는 자원봉

사자라는 위치가 개인에게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자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조

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Musick and Wilson, 2003). 사회적 자원이론에 의하면 심리적 건

강은 사회통합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 뒤르케임의 이론을 기반으로 (Berkman et al., 

2000), 자원봉사를 통해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지지나 유용

한 정보 및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증가 시키므로 정신건강이 향상된다고 본다. 이러

한 스트레스 과정모델과 심리 ‧ 사회적 자원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동기인 이타주의와 사회

적 의무, 대인관계, 자기성장감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와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횡단적 분석 

방법 혹은 메타분석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Van Wiligen, 2000; Wheeler, Gorey and 

Greenblatt, 1998). 관계의 방향은 주로 자원봉사를 주요 독립변수로, 우울이나 자존감,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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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건강 변수는 종속변수로 설정한 일방향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Thoits and 

Hewitt(200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방향에서 양방향적인 접근으로써, 사회적 선택이론과 사

회적 원인이론을 근거로 자원봉사와 우울의 동시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종단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원봉사가 자존감, 행복감, 우울감 등 6개의 정신건강 역 변수 

모두에 긍정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정신건강수준이 높은 사람

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방향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게 되

었다. Kim and Pai(2010)는 자원봉사와 우울 변화의 궤적간의 관계를 연령의 차이에 따라 규명

함으로써 우울의 변화율에 대한 모수화를 처음으로 시도하 다. 잠재성장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서만 자원봉사가 우울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며 연령을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Musick and Wilson(2003)은 자원봉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 자원봉사가 지속적일경우에는 연령 구분 없이 우울감소

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 다.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횡단면으로 분석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초기 우울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 및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향력이 

아닌 정신건강에 따른 자원봉사여부라는 역관계에 대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Thoits and 

Hewitt,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향을 분석함에 있어 대표

성 있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줄이고자 한다. 

3. 자원 사와 연령

앞선 논의들은 자원봉사자의 개인특성과 동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도 

연령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Kim and Pai (2010)는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효

과를 연령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탐색한 연구로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를 이용하

여 자원봉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장기적인 향을 탐색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

했을 때 노년층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원봉사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동기, 기대, 신체적 심리적 결과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을 한 연구

(Omoto, Snyder, and Martino, 2000)에서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관계중심 변인이 자아존중감에 

향을 미치는 반면,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의무에 관한 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와 정신건강에 따른 연령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Li and Ferraro(2006)은 

세 시점의 종단데이터를 통해 중년기와 노년기 자원봉사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는데 

노년기의 자원봉사는 우울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년기에는 유의한 향을 나타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령별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주요 

대상이 노인과 중년여성, 대학생으로 구분된다. 자원봉사가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해외 연구와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이정숙,2009;윤미 ,2010; 김동배,신수민,정규형, 

2012), 김수현(2013)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전과 후의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사회적지

지의 변화정도를 1년동안 자원봉사참여노인과 비참여노인을 비교하여 전향적으로 보여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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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참여 노인의 우울과 사회적지지가 비참여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노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으로 은퇴등의 사회적 역할상실등에 따라 자원봉사라는 사회적 역할

과 의무감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Li and Ferraro, 2005; Van Willigen, 

2000; Wheeler et al., 1998). 중년여성의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순자, 2009; 

김혜경, 2000; 조예경, 2002) 역시 자원봉사가 우울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예경

(2002)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성과 우울에 자원봉사가 미치는 향을 보고하 는

데,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여성일수록 우울이 낮고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혜경(2000)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전업주부의 가족 내 역할상실 등 정체감 혼란의 시기에 자원봉

사가 사회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다. 대학생의 자원봉사와 정신

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허성호와 정태연(20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

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자기평가와 자아존중감등 자기개발 요소와 타인수용과 공동체의식 등 사

회성개발 요소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냄을 보여주어 대학생의 자원봉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연령을 동시에 비교하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별 

효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이 횡단적 연구 및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하지 못한 점 등으로 자원봉사와 우울수준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발달과업을 가진 생애주기에 위치한 개인들의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적 실천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 연령을 동시에 고려

하여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원봉사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의 장기적 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관계가 정적으로 비례하는 것

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분석과 함께 연령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자원봉사의 양적인 횟수와 지속기간 등이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모형

독립변수:

자원봉사 활동참여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소득, 

교육, 근로)

종속변수:

정신건강 궤적(우울)

우울

변화율

우울

초기값

다중집단 분석

(초기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

                                <그림 1> 연구 모형

- 282 -



정은희, 강상경 / 자원봉사와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계

자원봉사와 정신건강 변인인 우울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모델은 위 

<그림1>과 같이 설정하 다. 즉 자원봉사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별로 

우울의 궤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3  자료  분석방법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은 전국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4,000여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여, 일

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여 조사하 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가구를 기준으로 1차년도에서 8차년도까지의 자료 중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 고 1차년도 가구를 기준으로 8차년도까지 가구원 

변수를 머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사례수는 자원봉사여부에 대한 응답자를 대상으

로 1차년도  14,145명, 2차년도 12,804명, 3차년도 11,865명, 4차년도 11,266명, 5차 10,619명, 6차 

9,823명, 7차년도 9,611명, 8차년도 9,202명으로 나타났다. 

1. 변수의 구성과 측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은 우울로 측정하 다. 우울의 측정은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11문항을 활용하 다.이 척도는 일반인구의 우울증상을 측정하

기 위해 Radloff(1977)가 20문항으로 개발한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11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우울 척도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우울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 다. 세부항목은 

“식욕이 없음”,“비교적 잘지냈다”,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잠을 설침”, “외

로움”,“불만없이 생활”“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뭐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이하)’‘2=가끔 있었다(2-3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4=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와 같은 4점 척도로 측정하 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

으다. 본 연구에서 1-4점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0-3으로 전환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 후 20/11을 

곱해준 점수로 우울정도를 측정하 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0세이하 청소년의 자원봉사의 경우 의무적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됨으로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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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8차년도까지 총 8개 시점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 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원봉사활동참여이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자원봉사를 조사하는 문

항은 두 문항으로 자원봉사 여부와 지난 한 해동안의 자원봉사 횟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

점 기준으로 ‘작년 한해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 횟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 는데, 자원봉사의 

지속정도를 포함하기 위해 12회를 기준*으로 12회 미만과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한 경우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 다. 또한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

단분석을 실시하 다. 즉 20대와 30대의 초기성인기, 40대와 50대의 중 장년기, 60대 이상의 노년

기로 분류하여 각 연령집단 내에서 자원봉사의 지속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인구사회학  통제변수

자원봉사 동기와 우울모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소

득, 교육수준, 근로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성별은 남자가 1, 여자가 2로 측정되었고 연령

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소득은 1차년도와 3차년도의 경상소득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자연로그

를 취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미만은 0, 고등학교 졸업이상은 1로 구분하 다. 근로여부는 

비 근로 시 0, 근로 시 1로 구분하 다.  

3. 분석방법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의 

궤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AMOS 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성장모델

(Latent Growth Cruve Model) 분석을 하 다. 잠재성장모델 분석은 측정치 변화의 궤적을 모수화

하고 예측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서 패널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Bollen and Curran, 2006). 구체

적으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자원봉사활동참여가 우울의 궤적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우선, 잠재성장모델의 무조건부 모델(Unconditional Model)의 분석을 통해 우울의 변화궤

적을 추정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뒤 자원봉사활동참여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조건부 모델 

분석을 실시 다. 연령대별로 우울궤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조건부 모델에 대해 연령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

제곱값,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on)와 모델의 복잡성과 간명성을 고려한 

* 자원봉사 횟수 구분의 기준은 분포를 근거로 하 다. 12회의 자원봉사횟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수로 12회를 기준으
로 12회 미만과 12회 이상의 비율이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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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Turker-Lewis Index)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 다(Hong, Malik, and Lee,2003:645). 카이제곱값

이 모델의 복잡성이나 사례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제곱값이 유의하더라도 RMSEA가 

0.08이하이고 TLI 0.90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다(HuandBentler,1999). 1차년도에 

조사된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8차년도까지의 우울궤적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이 

full-information maximum likelyhood(FIML)을 사용하고자 한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그 

변수 값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라도 분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Arbuckle, 1996).

제4  분석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표 2>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20세 이상의 성인의 우울 수준은 한국복지패널 1

차조사 당시에는 10.74(표준편차=11.04) 8차년도에는 6.95(표준편차=8.8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

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자원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총 821명이

며 최소 1회에서 최대 365회까지 평균 약 20회의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1>. 이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410명이 지난 1년간 1회에서 12회미만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

타났고  나머지 411이 12회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여부는 .48로 나타

나 조사대상 인구들의 1차년도 평균 근로비율은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

업기준으로 교육수준을 구분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중 56.5%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1년간의 평균소득은 약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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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사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
값

표준
편차 통계값 표준

편차

종
속
변
수

W1(1차년도 우울) 13,733 0 60.00 10.74 11.04 1.34 .02 1.63 .04

W2(2차년도 우울) 12,107 0 60.00 10.64 10.65 1.24 .02 1.23 .04

W3(3차년도 우울) 11,403 0 58.18 9.59 9.75 1.31 .02 1.62 .04

W4(4차년도 우울) 10,882 0 60.00 9.26 9.61 1.40 .02 2.06 .04

W5(5차년도 우울) 10,311 0 60.00 8.34 9.66 1.70 .02 3.16 .04

W6(6차년도 우울) 9,547 0 60.00 7.68 8.96 1.71 .02 3.43 .05

W7(7차년도 우울) 9,279 0 52.73 6.69 8.34 1.67 .02 3.00 .05

W8(8차년도 우울) 8,896 0 60.00 6.95 8.81 1.80 .02 3.65 .05

독

립

변

수

1차년도 자원봉사1

회이상 12회미만(1

회이상)

14,145
(410)

0
(1)

1
(11)

.029
(4.47)

.16
(2.90)

1차년도

자원봉사12회이상

14,145
(411)

0
(12)

1
(365)

.029
36.20

.16
46.26

통

제

변

수

연령

20-30대 4,816 20 39 30.87 5.45 -.32 .03 -1.00 .07

40-50대 4,689 40 59 48.84 5.79 .19 .03 -1.16 .07

60대이상 4,921 60 103 70.48 7.20 .78 .03 .28 .07

1차년도 경상소득

(만원)
14,145 -7,60

0
30,81

0

2,704.

33

2386.2
7 2.27 .02 11.79 .04

1차년도 경상소득

(Ln)
14,028 .69 10.34 7.54 .93 -.69 .02 1.52 .04

근로여부(근로=1) 14,145 0 1 .48 .49

1차년도 

교육수준

고 졸 미

만(%)

6,153
(43.5)

고 졸 이

상(%)

7,992
(56.5)

성별
남(%) 6,409

(45.3)

여(%) (54.7)

연령별 자원봉사 활동현황 활동사례수
(총사례수) 비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F값

1차년도자원봉사활동횟수(전체) 821(14,145) 5.8% 1 365 20.36 36.42

2030대 294(4,780) 6.1% 1 96 13.61 17.59
11.558**

*4050대 394(4,630) 8.5% 1 365 20.61 37.04

60대이상 133(4,735) 2.8% 1 365 34.51 56.25

<표 2-1>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현황

  *p<.05, **p<.01, ***p<.001

<표2-1>에 따르면, 자원봉사 실 인원 조사결과 매년 20세이상 조사대상 인구의 5.8%가 자원봉

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경우 40대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30대가 6.1%, 60대이상이 2.8%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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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자원봉사의 평균 횟수를 비교한 결과 20대와 30대는 평균 13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40대와 50대는 20회, 60대 이상은 34회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

사 참여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조건부 모델

자원봉사가 우울에 지속적인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울이 개인

별로 초기값과 기울기에서 유의미한 변량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은 우울이 

개인별로 궤적에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살펴본 무조건부 모델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적합도는 

카이제곱값=1923.274(자유도=38,p<.001)로 유의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고할 때, TLI=.931, 

RMSEA=0.059로 나타나 우울의 무조건부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무조건부 모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의 우울수준의 평균과 

기울기, 변량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우울수준의 초기값은 평균 10.870

로 나타났고 8차년도까지 8년 동안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0.594만큼씩 우울수준이 감소하는 변화

추세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궤적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 다(Kim and 

Pai,2010). 

<표 3> 우울 무조건부 모형 발달궤적 추정치(전체 집단)

궤적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우울 초기값(Intercept) 10.870(.078)*** 61.656(1.045)*** 
우울 변화율(Slope) -.594(.013)*** .717(.028)***

초기값-변화율의 상관 -4.300(.148)***   

*p<.05, **p<.01, ***p<.001, N=14,145  모델 적합도: x2(df)= 1923.2745(38), TLI=.931, RMSEA=.059

또한 출발점인 우울의 초기값의 변량이 61.656(p<.001)이고 기울기의 변량이 .717(p<.001)로 모

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4.300(<.001)으로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출발점의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수준이 낮은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우울증상 감소를 나타내었다. 즉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우울의 궤적이 개인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으로 자원봉사활동참여

와 통제 변수를 설정한 조건부 모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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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의 무조건부 모델: 연령별 차이

우울의 발달궤적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의 무조건부 모델에 

대해 연령별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 다<표 4>. 우선, 20-30대 초기성인기의 우울 초기값 평균은 

7.984(p<.001), 변량은 30.569(p<.001)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1차년도의 우울 초기값에 개

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성인기 우울의 변화율 평균은-.614(p<.001), 변량은 .505(p<.001)으

로 8차년도까지 8개년 동안 우울의 기울기는 (-)이고, 우울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40-50대 중 ‧ 장년기의 우울 초기값 평균은10.382(p<.001)로 초기성인기에 비해 높고, 우울 

변화율 평균은 초기성인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661(p<.001)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수준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개인간 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우울 초기값 평균은 14.078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았고 우울의 변화율은 –.547(p<.001)
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감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간 유의미한 변량차이를 나타내

었다. 세 집단 모두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부적관계를 보 다.

<표 4> 우울궤적의 연령집단별 추정치

궤적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성

인기

중 ‧ 
장년기

노년기
초기

성인기

중 ‧ 
장년기

노년기

우울 

초기값(Intercept)

7.984

(.108)**

*

8.998

(.136)**

*

14.078

(.146)**

*

30.569

(1.185)*** 

56.517

(1.786)***

64.48

(2.109)***

우울 

변화율(Slope)

-.614

(.020)**

*

-.628

(.031)**

*

-.547

(.026)**

*

.505

(.040)***

.643

(.046)***

.865

(.063)***

초기값-변화율의 

상관

-2.735

(.194)**

*

-3.115

(.330)**

*

-4.183

(.314)**

*

- - -

*p<.05, **p<.01, ***p<.001, N:2030대=4,780, 4050대=4,630, 60대이상=4,735

모델적합도: x2(df)= 994.050(93); TLI=.956, RMSEA=.026  

우울수준의 연령집단별 차이모델과 우울궤적만을 보는 무조건부모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면 연령 집단별로 적어도 하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연령집단별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세 연령집단간 우울수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

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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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제약모형과 기저모형 차이비교                  

Omnibus Test

비교  x2
/df  ∆ x2

/∆df

기저모형 994.050/93*** 1997/.040

***제약모형 2971.096/97***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세 집단간의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Critical Ratio를 추정하 다. Critical 

Ratio가 1.96이상이면 두 집단간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우울 초기값의 연령집

단간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은 초기성인기와 중 ‧ 장년기 집단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4>의 연

령집단별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초기성인기는 다른 두 연령집단에 비해 우

울수준이 가장 낮게 출발하며 감소속도는 중 ‧ 장년기와는 차이가 없으나 노년기보다는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 ‧ 장년기는 초기성인기보다는 초기 우울수준이 높으나 노년기

보다는 낮으며, 감소속도는 초기성인기와는 차이가 없으나 노인보다는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경우 다른 두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출발점의 우울수준을 보이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그 감소 속도는 다른 두 집단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의 발달궤적은 

전체집단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연령집단별로 그 속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우울궤  조건부 모형: 자원 사와 정신건강의 계 

무조건부 모델과 무조건부 모델의 다중집단분석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예측요인이 포함된 

조건부모델의 분석과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건부 모델의 카이제곱값은 1012.587(자유도

=73)로 나타나 유의하 지만, RMSEA=0.030, TLI=0.967로 나타나 조건부 모델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우울궤적에 향을 미치는 자원봉사를 포함한 예

측변인들의 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자원봉사와 우울궤적의 관계는 자원봉사를 년 12회 이상 참여한 경우와 1회에서 11회 참여한 

경우를 참여하지 않은 이들과 각각 비교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12회이상 참여한 사람일수록 출

발점에서 우울수준이 낮고(b=-.038, p<.001), 조사기간 8년 동안 그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1-11회 참여한 사람일수록 동일하게 출발점에서 우울수

준이 낮고(b=-.022, p<.001), 조사기간 8년 동안 그 변화율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할수록 출발점의 우울 수준이 낮은 데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

도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우울의 

변화궤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출발점의 

우울수준이 높고(b=.099,p<.001) 기울기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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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S.E) std b.p

독립변수 우울Intercept <--- 12회 이상 자원봉사(=1) -1.719(.427) -.038***

우울 Slope <--- 12회 이상 자원봉사(=1) .091(.078) .018

우울Intercept <---    1-11회 자원봉사(=1) -.988(.429) -.022*

우울 Slope <---    1-11회 자원봉사(=1) .089(.079) .018

통제변수 우울Intercept <--- 성별(여=1) 1.499(.158) .099***

우울 Slope <--- 성별(여=1) -.007(.042) -.021

우울Intercept <--- 연령 .032(.005) .074***

우울 Slope <--- 연령 .008(.001) .171***

우울Intercept <--- 소득(Ln) -2.635(.090) -.325***

우울 Slope <--- 소득(Ln) .145(.016) .163***

우울Intercept <--- 교육수준(고졸이상=1) -2.077(.203) -.136***

우울 Slope <--- 교육수준(고졸이상=1) .107(.037) .064**

우울Intercept <--- 근로여부(근로=1) -1.075(.159) -.071***

우울 Slope <--- 근로여부(근로=1) .013(.029) .008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출발점의 우울수준이 높았고

(b=.074,p<.001)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b=.171,p<.001) 연령이 증

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더 빨리 증가 또는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출발점의 우울수준은 낮지만(b=-.325,p<.001;b=-.136,p<.001 ), 시간이 갈수록 

우울은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빨리 증가하거나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b=.163,p<.001;b=.064,p<.01).근로여부에 따른 우울수준은 출발점에서 근로자가 비 근로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b=-.071,p<.001)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원봉사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향

*p<.05, **p<.01, ***p<.001, 모델적합도: x2(df)= 1012.587(73); TLI=.967, RMSEA=.030 

4. 조건부 모델의 다 집단분석: 자원 사와 우울간의 연령집단 간 차이

네번째 연구문제는 자원봉사가 우울의 변화궤적에 미치는 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울의 조건부 모델 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횟수가 많을수록 우울의 

출발점(Intercept)에서 낮은 우울수준에 향을 미치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하 는데, 이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동일하게 연령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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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우울 변화궤적

독립변수:
자원봉사

초기성인

기

중 ‧ 
장년기

노년기

Std.b.p Std.b.p Std.b.p

독립

변수

우울Intercept 12회 이상 자원봉사(=1) -.012 -.043** -.055***

우울 Slope 12회 이상 자원봉사(=1) .000 .047 .013

우울Intercept    1-11회 자원봉사(=1) .004 -.043** -.030

우울 Slope    1-11회 자원봉사(=1) -.004 .048 .014

통제

변수

우울Intercept 성별(여=1) .102*** .036 .156***

우울 Slope 성별(여=1) -.035 .020 -.035

우울Intercept 집단내 연령 .035 -.028 .068***

우울 Slope 집단내 연령 .015 .041 .100***

우울Intercept 소득(Ln) -.241*** -.401*** -.266***

우울 Slope 소득(Ln) .120*** .238*** .129***

우울Intercept 교육수준(고졸이상=1) -.085*** -.098*** -.120***

우울 Slope 교육수준(고졸이상=1) .043 .001 .089**

우울Intercept 근로여부(근로=1) -.056** -.088*** -.100***

우울 Slope 근로여부(근로=1) .033 .016 -.029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 다.

<표 7> 자원봉사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향: 연령집단별 차이

*p<.05, **p<.01, ***p<.001, 모델적합도: x2(df)= 1367.746(221); TLI=.937, RMSEA=.018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자원봉사가 우울궤적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조건부 모델과 연령

집단별 모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연령 집단별로 적어도 하나는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8>은 연령집단별로 기저모형과 제약모형의 카이제곱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

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세 연령집단간 

예측변인들에 대한 우울수준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표 8> 제약모형과 기저모형 차이비교                     

비교  x2
/df  ∆ x2

/∆df

기저모형 1367.746/221***
224.767/28***

제약모형 1592.513/249***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세 집단간의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Critical Ratio를 추정하 다. 일년에 

12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사람의 비교시 우울 초기값의 연령집단간 차이는 청

년기와 노년기(C.R.=-2.444)에서만 유의하며, 우울 기울기의 연령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일년에 1

회에서 11회 사이에 자원봉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사람의 비교 시 우울 초기값의 연령집단간

의 차이는 청년기와 중장년기(C.R.=-2.02)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우울 기울기의 연령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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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표 7>의 연령집단별 자원봉사가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향을 해석하면, 우선 초기성인기는 다른 두 연령집단과 달리 자원봉사여부와 빈도가 우울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장년기는 자원봉사횟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감소

하며 자원봉사 횟수가 적더라도 자원봉사의 경험은 우울의 초기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노

년기의 경우도 자원봉사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른 연령집단보다 자원봉

사의 우울에 대한 향력이 가장 큰 집단으로 자원봉사를 12회이상 참여하는 개인일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노년기에 12회 미만의 자원봉사는 초기값의 우울

수준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자원봉사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연령집단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성별의 경우 청년기와 노년기의 집단에서 여성의 출발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연령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향은 노년기에서만 

초기값과 변화율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 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출발

점의 우울수준이 높고 시간이 갈수록 그 변화추세는 빨리 증가하거나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 초기값이 낮아지는 향을 미치며 변

화율에서는 중 ‧ 장년기에서만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울수준이 빠르게 증가 

혹은 천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기성인기와 노년기에서만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유의미하게 출발점의 우울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근로여부에 따른 우울수준은 모든 연령에서 근로자일수록 우울수준이 낮으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V. 결론  함의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3차에서 8차까지의 5개년동안의 우울에 

1-3차년도까지의 자원봉사활동횟수가 향을 미치는지 그 궤적에서 연령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 이상 성인의 우울수준은 1차년도에서 8차년도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는 

궤적을 보 다. 초기성인기와 중 ‧ 장년기 및 노년기로 연령을 구분한 경우에도, 모든 연령집단에

서 시간이 갈수록 우울수준은 감소하 으나 우울의 초기값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았고 우울의 변

화율도 노년기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 우울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

지고 감소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활동횟수에 따라 우울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건부모형에

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1차년도의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의 초기값 감소에 향을 미

치고 8차년도까지 그 차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에 12회이상 자원봉사를 했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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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우울의 초기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원봉사가 우울 등의 정신건강 향상에 

향을 미치며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정신건강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Kim and Pai, 2010; 

Musick and Wilson, 2003;  Thoits and Hewitt, 2001)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조건부 모형에서 연령

의 효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높고, 변화율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우울이 빨리 증

가하거나 천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셋째, 자원봉사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연령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집

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궤적에서 나타났던 모든 연령집단의 우울감소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따라 우울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초기성인기의 경우 자원봉사활

동참여가 우울수준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 ‧ 장년기와 노년기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우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참여가 우울의 초기값을 낮추는 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성인기의 우울수준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Kim and Pai(2010)은 노년기에 비해 초기 혹은 

중기 성인기의 자원봉사가 덜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노년기 성인들에 비해 초기 및 중기 성인기

의 사회적 역할긴장이 높아 학업과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 시기에 자

원봉사에 대한 시간과 노력투자는 오히려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킬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

다. 실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표 2-1참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20대와 30대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높지만 평균 자원봉사활동참여 횟수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naan과 Goldberg-Glen(1991)에 의하면 자원봉사는 이타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개인의 성장이나 보상적 경험들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 는데, 초기성인기의 자원봉사활동이 순수한 이타주의나 

개인적인 성장욕구 충족이 동기가 되지 않고 준거집단에 대한 사회적 의식 등에 의해 자원봉사

에 참여하기는 하나 지속적이지 못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 정신건강에 대한 향의 비중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표준화 계수를 중심으로 해석할 경우 자원봉사가 우울에 미치는 향을 가장 높게 설명

하는 연령집단은 노년기로 나타났지만 중장년기의 자원봉사의 향은 횟수와 상관없이 우울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기존연구에서 연령별 집단 구분시 65세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한 경우와 45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나눈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만(Kim and 

Pai,2010; Li and Ferraro, 2005a; 2006b) 자원봉사 횟수가 적을 경우 노년기의 우울수준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를 한 집단으로 묶고 40대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중 ‧ 장년기의 연령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한 결과 중 ‧ 장년

기의 자원봉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가 중년기의 정신건강 관련변수들에 미치

는 향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결과(고기숙 ‧ 이혁구, 2004; 김혜경, 2000; Li and Ferraro, 2006)와 

유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중년기 성인의 경우 사회적 역할 정체감과 위기감을 겪는 생

애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 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위기감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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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우울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의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은 다수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

다(Omoto, Snyder, and Martino, 2000).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속한 개인들의 자원봉사 참여율

은 가장 낮고 우울수준도 가장 높지만 자원봉사의 향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노년

기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년기 자원봉사 참여율은 낮지만 일단 참여하는 경우 

높은 참여횟수를 보여 자원봉사에 대한 의무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성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년기의 교육

적, 경제적, 신체적건강요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주장하는 연구(김미혜 ‧정진

경,2003)들에 의하면 노인의 우울수준을 자원봉사활동에 선행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Thoits 

and Hewitt(2001)에 따르면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선택이론과 원인이론의 긍정적인 순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많을수록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자원봉사자의 정신건강을 더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선

택이론의 방향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연구에서 보다 더 탐색되어야할 주제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에 의해 연령집단별 자원봉사의 특성과 자원봉사가 개

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의 연령집

단별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원봉사의 횟수가 노년기에서는 매우 높고 정신건

강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건강 향상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

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지지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횟수만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함으로써 자

원봉사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 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시간, 자원봉사 기관별 

특성 등이 구분된다면 보다 더 많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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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The Study on effect of social welfare policy

곽수란(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위하여 정부가 공공의 문제해결에 개입하여 행하는 계

획 또는 정치적 과정 즉,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

입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거나,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면 구성원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

로, 사회복지정책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정책집행 직・간접적 수혜자의 인식

이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정책 및 그 시행 방향 수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

원에게 사회복지정책은 투입-산출의 효율성 보다는 일상적으로 지각되는 삶의 질, 그에 대한 정

부의 지원 및 개입 정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실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즉,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차원의 평

가를 확인하고 그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그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평가의 차이는 어떤 요인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투입(input)에 대한 산출(output)을 확인하는 효율성 평가가 아

닌, 각 정책에 대한 인식 차원의 효과와 그 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Ⅱ.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 결정요인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위해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과거 이러한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 지우기에는 한계가 생기

기 시작하 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가 공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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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위해 공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집단의 공공의 필

요성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가족에게 책임을 한정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공적인 개입을 통해 집단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규범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서비스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경희 외(2006)는 사회서비스를 이윤추구

를 목적으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 지향적 활동이라고 

정의 하 으며, 경제적 관점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의 강도에 따라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가치재 혹은 준공공재라고 개념정의를 하 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광의적 의미로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의미하며, 협의적 의미

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질병, 또는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공공행

정(일방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아동․장애인․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간호), 교육(방

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운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집합

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

비스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0; 이신정, 2011 재인용). 이와같이 사회서

비스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하며 복잡한 개념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동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고있다(이봉주 외, 2006).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논의되는 시점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

회복지서비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아동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이 포

함되며, 각 사업별에 기초하여 다양한 범주별 사회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다(이신정, 2011). 

Kahn(1969)은 정책이란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이라고 했으며, Gilbert & Specht(1974)는 공사의 기관이 행동 방향이나 계획의 근간

을 이루는 제반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 다. 또한 Titmuss(1979)도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결정 원리로써, 수단과 연계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 다. 결국 정책이란 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공적 지

침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그리

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침이다(강 실, 2007). 광의로

는 사회복지 광의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정책적 성질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협의의 경우

에는 사회사업 또는 협의의 사회복지로의 국가 자치단체의 정치적 배려 및 정책을 의미하는 것

으로 사용된다. 어느 것이나 민간 활동에서 비롯된 자선 사업이 사회사업으로 바뀌어져 자본주의

의 고도화로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민, 주민의 복지를 중시한다고 하는 정치 자체의 변화 가

운데 출현한 것이다. 원래는 민간사회사업에 관한 통제, 관리, 지도, 조성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

사업의 공 화, 국 화의 진전을 도모하 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시책, 계획전반을 국가 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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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가 입법, 행정, 재정에 대한 지도 및 계획을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에 있다. 이러한 역

사적 전개에 대응해 용어도 협의에서 광의로 이행해 가고 있다(이철수, 201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적 분류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한 잔여적 사회복

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Wilensky & Lebeaux, 1958). 잔여적 사회복지(협의의 사

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 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이므로 일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에 기준한 기초보장제도이다.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광의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경제․정치․교육․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욕구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국가)에서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하며, 사

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다(양

점도 외,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서비스 정책이나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 다. 

사회복지가 갖는 의미와 가치, 그러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

복지정책의 평가는 사회복지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주

지하다시피 사회복지 정책은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따라서 그 효과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함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당초 정책 목표달성도를 아

는 것이 효과측정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측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한 측정모델 개

발이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의 이념인 자립과 통합 그리고 정책평가기준으로서의 서비스효과, 효

율, 공평성, 접근성, 권리성 등의 개념을 사회복지욕구 및 공급체계의 구성요소에 적용해 조작적

인 지표를 구성하고 측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측정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효율측정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에서 수행결과의 측정부분은 가장 미진한 부분이며 후에 개

척이 도모되어야 할 역이다(이철수, 2013).

Gilbert & Terrel(1998)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측면으로 ①과정 ②산출 ③성과를 제시하

고 있다.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역동적 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산출분석은 정책의 내용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한 분석이며 성

과 분석은 정책을 집행한 결과 의도한 정책목표에 비추어 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의

미한다.

정정길(2002)은 평가를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하 으며 총괄평가를 구성하는 효과성, 능

률성, 공평성으로 구성하 다. 또한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총괄평가의 가장 핵심적 작업으로 

보았다.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났는지 효과의 크기를 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하 는지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중단ㆍ축소ㆍ유

지ㆍ확대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화준(2007)은 효과성 평

가 목적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대상이 되는 집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그 규

모 식별 원인이 의도된 것인지 투입된 비용과 비교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문제해결에 있어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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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effectiveness)은 조직의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고, 효율성(efficiency)이란 자원이 얼

마만큼 경제적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정도 또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등을 의미한다(전용수 외, 

2002; 신건만, 2009; 이정동·오동현, 2010). 효과성은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개념과는 달리 비용 내지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효율성은 투입(또는 비

용)에 대한 산출(또는 편익)의 비율로 정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자

원을 투입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동일한 성과를 얻는데 소요된 자원이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호 외, 2007; 전희정, 2013 재인용).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효과성 평가를 나타낸다. 효과성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평가와 유사한 특성

을 가진다. 그런데 만족도는 실제 사회복지 수혜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차원이라면 효과성은 실제 

사회복지 수혜자는 아니라도 객관적 차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유아보육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실제 유아보육대상이 정책 수혜자로서 평가하는 것을 만

족도라 한다면, 유아보육 정책과 상관없는 구성원이 그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

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 조사대상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아닌 패널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효과’ 평가라고 규정하 다.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분야, 역,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즉, 사회복

지정책 평가의 일반적 효과나 효율성 분석(김승래 외, 2012; 김윤재, 2011; 김진욱, 2004; 노화준, 

2007; Bakhshoodeh & Thomson, 2006; Battaglio & Condrey, 2007; Behn, 2003; Capeau, et al., 

2009; Clarkson, 2010; Huang & Ku, 2011; Kim & Jennings, 2009; Kim, et al. 2006; Kuechler, et 

al., 1998) 또는 정책 대상이나 기관(김안나, 2007; 김윤재, 2011; 석재은 외, 2009; 손능수, 2005; 

이신정, 2011; 이인수, 2009; 정경희․오 희, 2004; 정찬미・이상은, 2009; Axford, 2011; 

Kawaguchi, & Mori, 2009; Wilkinson, 2005)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같이 부분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하에 분석하고 있지는 못

하다. 그 이유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어떠한가? 그 인식이 

각기 다른 정부 정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를 탐색적인 목적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 향력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현(2006), 이명박

(2009), 박근혜(2013) 대통령 재임기간의 정부 사회복지정책 효과를 비교하 다. 각 정부의 사회복

지정책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 또는 정책이 직․간접적인 수혜자에 전달되어 그 효

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각기 다른 정부의 정책이 사회구

성원들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 확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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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란 /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성별
명(%)

남 여

2차(1646)

747(45.4) 899(54.6)

연령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59

(3.6)

325

(19.7)

352

(21.4)

287

(17.4)

321

(19.5)

236

(14.3)

65

(3.9)

1

(.1)

학력
명(%)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

175

(10.6)

384

(23.3)

221

(13.4)

519

(31.5)

83

(5.0)

233

(14.2)

31

(1.9)
-

근로유
형

명(%)

임금근로자 자 업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근로능력유
미취업자

근로능력무
미취업자

602(36.6) 278(16.9) 100(6.1) 606(36.8) 60(3.6)

성별
명(%)

남 여

5차(2079)

950(45.7) 1129(54.3)

연령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35

(1.7)

336

(16.2)

451

(21.7)

380

(18.3)

396

(19.0)

391

(18.8)

87

(4.2)

3

(.1)

학력
명(%)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

20.

(9.7)

496

(23.9)

291

(14.0)

633

(30.4)

149

(7.2)

264

(12.7)

43

(2.1)
1(.0)

근로유
형

명(%)

임금근로자 자 업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근로능력유
미취업자

근로능력무
미취업자

740(35.6) 390(18.8) 136(6.5) 802(38.6) 11(.5)

성별
명(%)

남 여

8차(3877)

1606(41.4) 2271(58.6)

연령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305

(7.9)

562

(14.5)

719

(18.5)

617

(15.9)

591

(15.2)

833

(21.5)

238

(6.1)

12

(.3)

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분석 결과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방향과 내용을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표본선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2차, 5차, 8차에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 데이터를 사용

하 다. 표본은 복지인식 설문조사에 응답한 패널이며, 분석 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사례는 

모두 제거하여 2차 1646, 5차는 2079, 8차는 3877 사례를 분석하 다. 패널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 

부가조사에서는 신규패널을 추가함으로써 각 차수마다 사례수가 다름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패널데이터이기는 하지만 2차, 5차, 8차 패널로 유지된 사례는 336명이다. 따라서 패널 분석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세 시점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표 1>은 각 패널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분석 패널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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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명(%)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석사 박사

373

(9.6)

814

(21.0)

475

(12.3)

1039

(26.8)

370

(9.5)

718

(18.5)

80

(2.1)
8(.2)

근로유
형

명(%)

임금근로자 자 업고용주
무급

가족종사자
근로능력유
미취업자

근로능력무
미취업자

1542(39.8) 564(14.5) 222(5.7) 1537(39.6) 12(.3)

변수 내용 및 척도

일반적
특성

성별 ①남 ②여

연령 출생연도를 근거로 연령 산출

학력 ①미취학 ②무학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전문대학 ⑦4년제대학 ⑧석사 ⑨박사

근로유형
①임금근로자 ②자 업고용주 ③무급가족종사자 ④근로능력유미취업
⑤근로능력무미취업(가구원 설문지)

사회계층인식
한국 사회 현재 계층구조 인식
①  ②  ③  ④  ⑤

 *2차+5차(N=2437, 중복 n=1288)/ 2차+8차(N=5147, 중복 n=376)/ 5차+8차(N=5417, 중복 n=539)/ 2차+5차+8차
(N=5735, 중복 n=336)

2. 분석변수  내용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선정한 변수는 <표 2>와 같다.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인식, 생활만족도, 세금평가, 사회복

지책임 역으로 구분하 다. 이것은 설문내용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 특징

은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형 그리고 사회계층 인식이며, 사회복지인식은 소득과 재산의 평등정

도, 사회복지 빈곤대상, 최소생계비 지원 대상, 성장분배, 사회복지가 확대될 때 근로의욕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 보기 위해 건강, 여가친분, 소득직업, 가정환경 만족도를 포함하 으며, 세금에 대한 인식이 

정책 효과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세와 계층에 따른 조세 정도를 확인하는 

변수를 투입하 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가족인지 국가인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 평

가를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사회복지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문항을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종속변수는 사회복지 정책이 잘 전달되는지 또는 시행되는지는 확인하는 9개 문항으로 정책효

과 변수로 구성하 다. 효과는 투입에 따른 산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나 평가차

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효율성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5차와 8차에서는 정치인

식 즉 자신의 정치성향, 정치관심, 정치만족 정도를 추가하여 독립변수에 투입하 다. 

<표 2> 변수와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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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내용 및 척도

사회복지 
인식

소득재산평등
소득과 재산의 평등수준
①매우불평등 ~ ④매우평등 

빈곤대상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 제공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도 동의도 안함 ④동의 ⑤매우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난한사람에게 제공)

최소생계비
지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보장(점수가 높을수록 최소생계비지원에 찬성)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도 동의도 안함 ④찬성 ⑤매우찬성 
성장분배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중요 ①성장 ~ ④분배(점수가 높을수록 분배 찬성)

근로의욕
사회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하락시킴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의욕 하락시키지 않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대체로그렇다 ④보통이다 ⑤대체로그렇다 ⑥그렇지않다 ⑦전혀그
렇지않다

생활만족
도

(가구원 
설문지)

건강만족도
건강만족 
①매우불만족 ②대체로불만족 ③그저그렇다 ④대체로만족 ⑤매우만족

여가친분만족
여가생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①매우불만족 ②대체로불만족 ③그저그렇다 ④대체로만족 ⑤매우만족

소득직업만족
가족수입, 직업 만족도
①매우불만족 ②대체로불만족 ③그저그렇다 ④대체로만족 ⑤매우만족

가족환경만족
가족관계, 주거환경 만족도
①매우불만족 ②대체로불만족 ③그저그렇다 ④대체로만족 ⑤매우만족

세금평가

경제확대세금
경제 살기기 위해 세금축소(점수높을수록 세금 확대 동의)

①매우동의 ②동의 ③반대동의안함 ④반대 ⑤매우반대 

복지예산세금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점수 높을수록 세금 확대 동의)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대체로반대 ④보통 ⑤대체로찬성 ⑥찬성 ⑦매우찬성

고소득층세금
고소득층 세금 수준(점수 높을수록 세금 높다) 

ⓞ모르겠다 ①지나치게 낮다 ②꽤낮다 ③적절 ④꽤높다 ⑤지나치게 높다

저소득층세금
저소득층 세금 수준 (점수 높을수록 세금 높다) 

ⓞ모르겠다 ①지나치게 낮다 ②꽤낮다 ③적절 ④꽤높다 ⑤지나치게 높다

복지서비
스
책임

자녀양육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점수 높을수록 가족 책임)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동의안함 ④동의 ⑤매우동의

부모부양
부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동의안함 ④동의 ⑤매우동의
(점수 높을수록 가족 책임)

대학교육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점수 높을수록 무상 교육, 즉 국가 책임)

①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동의안함 ④동의 ⑤매우동의

유아보육
유치원,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점수 높을수록 무상 교육, 즉 국가 책임) ①

매우반대 ②반대 ③반대동의안함 ④동의 ⑤매우동의

정치인식

정치성향
자신의 정치적 성향
①매우진보 ②다소진보 ③중도 ④다소 보수적 ⑤매우 보수적

정치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①전혀관심없다 ②별로관심없다 ③다소관심있다 ④상당히관심있다 ⑤매우관심있다

정치만족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불만족 ②다소불만족 ③만족도불만족도 아니다 ④다소 만족 ⑤매우 만족

정책효과

의료서비스, 노인의 삶의 질, 장애인 지원, 보육, 빈곤예방 및 감소, 실업대응, 성 평등, 주거
환경, 교육(점수 높을수록 정책의 효과성 높음)

①매우잘못 ②잘못 ③3통그저 ④잘하는편 ⑤매우잘하는편
(신뢰도 - 2차: .816,  5차: .788,  8차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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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사회복지정책 효과를 2007(2006년 정보)년, 2010(2009년 정보)년, 

2013(2013년 정보)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정부가 제

시한 국가 운  방식이므로 정부운  방향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며 따라서 효과성 평가도 달라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차 자료는 노무현 정부, 5차 자료는 이명박 정부, 8차 자료는 박근혜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전달기간이 있으며 실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다.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각기 다른 정부 정책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정책 효과

를 판단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수행하며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역에 따라 단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모형1에서는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형 그리고 한국 사회 

계층 인식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 고, 모형 2에서는 사회

복지에 대한 인식 즉, 소득평등, 빈곤대상은 누구이어야 하는지, 복지서비스는 어느 수준까지 제

공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가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

스가 미치는 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모형 3에서는 일

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사회복지정책 효과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 으며, 모형4에서는 세금

과 관련된 인식, 모형 5에서는 사회복지 책임 소재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또한 2차(2007)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식 관련 세 변수는 5차(2010), 8

차(2013)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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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량(2007)

변수
2차(n=164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

성별(남=1) .00 1.00 .45 .498 .186 -1.968 .833 1.201
연령 20.00 91.00 53.38 15.19 .122 -1.004 .477 2.096
학력 2.00 8.00 4.47 1.59 .246 -.799 .496 2.015

근로유형
(임금근로자=1)

.00 1.00 .36 .48 .558 -1.691 .760 1.315

사회계층인식
( =1)

.00 1.00 .16 .36 1.834 1.366 .965 1.037

소득재산평등 1.00 7.00 2.60 1.30 .702 .342 .951 1.052
빈곤대상 1.00 5.00 2.99 1.10 .114 -1.148 .857 1.167

최소생계비지원 1.00 5.00 2.98 1.16 -.153 -1.206 .917 1.091
성장분배 1.00 4.00 2.40 .74 -.143 -.429 .966 1.035
근로의욕 1.00 7.00 4.20 1.67 -.248 -1.006 .889 1.124
건강만족 1.00 5.00 2.95 1.09 -.119 -.896 .694 1.441

여가친분만족 1.00 5.00 3.39 .70 -.242 .271 .736 1.359
소득직업만족 1.00 5.00 2.81 .80 -.045 -.477 .628 1.592
가족환경만족 1.00 5.00 3.61 .67 -.458 .398 .739 1.353
경제확대세금 1.00 5.00 2.67 .92 .264 -.692 .873 1.146
복지예산세금 1.00 7.00 4.22 1.67 -.141 -1.054 .908 1.102
고소득층세금 .00 5.00 1.82 1.08 .602 .608 .922 1.084
저소득층세금 .00 5.00 3.02 1.31 -.975 .519 .893 1.120

자녀양육 1.00 5.00 3.65 .98 -.606 -.358 .928 1.077
부모부양 1.00 5.00 3.43 1.04 -.269 -.895 .883 1.132
대학교육 1.00 5.00 2.76 1.11 .363 -.813 .820 1.219
유아보육 1.00 5.00 3.93 .90 -.855 .473 .882 1.134

정책효과 1.00 4.78 2.80 .55 .070 .142 - -

<표 4> 기술통계량(2010)

변수 5차(n=2079)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

성별(남=1) .00 1.00 .45 .49 .173 -1.972 .870 1.149
연령 21.00 91.00 55.51 15.11 .057 -1.064 .455 2.197
학력 2.00 9.00 4.48 1.57 .256 -.754 .498 2.009

근로유형
(임금근로자=1)

.00 1.00 .35 .47 .602 -1.639 .783 1.277

사회계층인식
( =1)

.00 1.00 .17 .37 1.751 1.068 .964 1.037

소득재산평등 1.00 7.00 2.72 1.24 .772 .740 .919 1.089
빈곤대상 1.00 5.00 2.95 1.10 .065 -1.250 .917 1.091

최소생계비지원 1.00 5.00 3.01 1.10 -.172 -1.194 .897 1.115
성장분배 1.00 9.00 2.49 .79 .252 1.648 .959 1.042
근로의욕 1.00 9.00 3.74 1.48 .036 -1.062 .921 1.086
건강만족 1.00 5.00 3.19 1.02 -.317 -.832 .674 1.483

여가친분만족 1.00 5.00 3.38 .64 -.405 .388 .768 1.302
소득직업만족 1.00 5.00 2.91 .78 -.044 -.388 .709 1.411
가족환경만족 1.00 5.00 3.71 .63 -1.000 1.810 .847 1.180
경제확대세금 1.00 9.00 2.85 .94 .205 .795 .940 1.064
복지예산세금 1.00 7.00 4.49 1.49 -.372 -.907 .937 1.067
고소득층세금 .00 5.00 1.72 .95 .500 .780 .974 1.027
저소득층세금 .00 5.00 3.16 1.17 -1.006 .932 .959 1.043

자녀양육 1.00 5.00 3.74 .92 -.743 .014 .967 1.035
부모부양 1.00 5.00 3.12 1.01 .062 -1.117 .943 1.061
대학교육 1.00 5.00 2.58 1.06 .592 -.546 .902 1.108
유아보육 1.00 5.00 3.97 .84 -.881 .643 .868 1.152

정치성향 1.00 5.00 3.07 .95 -.140 -.092 (.994) (1.006)
정치관심 1.00 5.00 2.29 .99 .625 -.241 (.983) (1.017)
정치만족 1.00 5.00 2.00 .91 -.108 -.454 (.985) (1.015)
정책효과 1.22 5.00 3.10 .50 .638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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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통계량(2013)

변수
8차(n=387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

성별(남=1) .00 1.00 .41 .49265 .348 -1.880 .897 1.115
연령 21.00 93.00 55.03 17.40 -.089 -1.110 .397 2.520
학력 2.00 9.00 4.70 1.67 .079 -1.017 .436 2.292

근로유형
(임금근로자=1)

.00 1.00 .39 .48 .418 -1.826 .752 1.330

사회계층인식
( =1)

.00 1.00 .21 .40 1.400 -.039 .976 1.024

소득평등 1.00 7.00 2.74 1.21 .627 .481 .918 1.089
빈곤대상 1.00 5.00 3.22 1.06 -.205 -1.070 .889 1.125

최소생계비지원 1.00 5.00 3.00 1.08 -.209 -1.052 .907 1.103
성장분배 1.00 9.00 2.51 .78 .124 .712 .964 1.037
근로의욕 1.00 7.00 3.66 1.49 .166 -.917 .883 1.133
건강만족 1.00 5.00 3.15 1.02 -.371 -.787 .648 1.543

여가친분만족 1.00 5.00 3.46 .62 -.427 .347 .733 1.364
소득직업만족 1.00 5.00 3.03 .74 -.109 -.297 .664 1.507
가족환경만족 1.00 5.00 3.68 .63 -.806 1.093 .741 1.350
경제확대세금 1.00 5.00 2.96 .90 -.108 -.741 .897 1.115
복지예산세금 1.00 7.00 4.62 1.501 -.496 -.728 .885 1.130
고소득층세금 .00 5.00 1.70 .82 .920 1.719 .953 1.049
저소득층세금 .00 5.00 3.35 .94 -1.106 2.580 .960 1.042

자녀양육 1.00 5.00 3.60 .91 -.578 -.271 .940 1.064
부모부양 1.00 5.00 3.09 .98 .008 -.965 .927 1.079
대학교육 1.00 5.00 2.41 1.06 .743 -.145 .810 1.235
유아보육 1.00 5.00 3.53 .99 -.646 -.260 .845 1.183

정치성향 1.00 5.00 3.22 .93 -.110 .152 (.973) (1.027)
정치관심 1.00 5.00 2.51 .99 .025 -.311 (.976) (1.024)

정치만족도 1.00 5.00 2.20 .91 .443 -.171 (.951) (1.052)
정책효과 1.00 5.00 3.08 .56 .349 -.531 - -

회귀분석은 인과관계를 갖는 변수들 간의 함수로 현상을 기술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가 신뢰성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선형성, 정규성, 독립성, 

동분산성, 다중공선선과 같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형성(linearity)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관계가 직선적이어야 한다는 가정, 정규성(normality)은 독립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오차의 분

포가 정상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독립성(independence)은 종속변수 측정치의 오차 간에 상

관이 없으며,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은 독립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종속변수의 분산의 정도가 

같아야 한다는 가정이다. 그 외에도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체크하 다.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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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논의 

1. 사회복지 정책 효과성 분석

<표 6>은 2006년 정보를 담고 있는 2차(2007년)자료를 5개의 단계적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

과이다. 5개 모형 모두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가정인 정규성(Kolmogorov_Smirnov), 독립성(Durbin-Watson)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 다.

모형1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것이다.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형, 사회계층인식 5개 변수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를 설명하는 는 

.176이다.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은 연령(=.222)과 학력(=-.252)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이 효과가 있다 즉,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학력

이 높을수록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과 학력의 향은 여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도 동일하게 유의한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모형2는 사회복지인식 변수 5개를 추가로 투입하 다. 모형1에 추가된 5개 변수의 는 .032 즉, 

3.2% 정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학력과 더불어 소득재산평등

(=.128), 빈곤대상(=.222), 근로의욕(=-.100)이다. 즉,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사회복

지서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인식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

의한 소득재산평등, 빈곤대상, 근로의욕 변수 또한 여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도 통계적 

유의성과 더불어 동일한 설명 방향(정적, 부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3은 생활만족도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으며, 는 .216으로 모형2보다 .8% 증가되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4개 변수 중 유일하게 가족환경만족(=.066)이다. 가족환경만족은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가족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정

책이 잘 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가족환경만족은 세금평가 변수와 사회복

지 책임소재와 관련된 변수가 추가 투입되어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4는 세금평가와 관련된 변수 4개를 투입한 모형이다. 는 .231로 모형3보다 1.5% 설명력

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수준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이다. 4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증세(=.056), 복지예

산 확대를 위한 증세(=.066), 고소득층 세금 수준이 높다(=.067)는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에 정적 향을 나타내는 반면, 저소득층 세금수준이 높다(=-.052)는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효과

성에 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금관련 4개 변수는 사회복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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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관련 4개 변수를 투입하여도 이러한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5는 사회복지 책임소재 관련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는 모형4보다 1.1% 증

가된 .242이다. 먼저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 부모부양

(=.084)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학교육과 유아보육의 책임이 국가책임 즉,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변수에서 

대학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유아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가 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2007년)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연령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성에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평등하고, 복지서비스는 빈곤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

은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생활만족도 역에서는 가족관

계와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들만이 정책효과성에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

책 효과성 평가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금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입된 4개 변수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나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고소득층의 증세를 사람들은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 시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 책임소재 역에서는 부모부양과 유아보육은 가족이 책임

져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은 2009년 정보를 담고 있는 5차(2010년)자료를 단계적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5단계 모형 모두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

귀분석 가정인 정규성(Kolmogorov_Smirnov), 독립성(Durbin-Watson)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 다.

모형1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것이다.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형, 사회계층인식 5개 변수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를 설명하는 는 

.142이다.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은 성별(=-.045), 연령(=.222)과 학력(=-.252)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이 효과가 있다 즉,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과 학력의 향은 여타의 변수가 추가

적으로 투입되어도 동일하게 유의한 설명력을 유지하는 반면, 성별 효과는 모형3에서부터 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인식 변수 5개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는 모형1에 추가된 5개 변수의 는 .021 즉, 

2.1% 정도 증가된 .163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과 더불어 소득재산평등

(=.084), 빈곤대상(=.044), 성장분배(=.054), 근로의욕(=-.091)이다. 즉, 소득과재산이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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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

회복지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 효과

성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의욕 하락시키

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사회복지인식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재산평등, 성장분배, 근로의욕 변수는 여

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도 통계적 유의성과 더불어 동일한 설명 방향(정적, 부적)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빈곤대상에 대한 효과는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3은 생활만족도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으며, 는 .169으로 모형2보다 .6% 증가되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4개 변수 중 소득직업만족과(=.052) 가족환경만족(=.046)이다. 소

득직업만족은 가족수입과 직업만족도를 포함하는 변수로 이러한 소득직업만족이 높을 수록 정책 

효과 평가가 긍정적인 것이다. 또한 가족환경만족은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

내는 변수로 가족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소득직업만족과 가족환경만족은 세금평가 변수와 사회복지 책임소재와 관련된 변수가 추가 투입

되어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4는 세금평가와 관련된 변수 4개를 투입한 모형이다. 는 .175로 모형3보다 .6% 설명력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확대세금, 복지예산세금, 저소득층세금 변수는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세금(=.075) 즉, 고소득층

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효과평가에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

득층세금 변수의 효과는 다른 변수가 추가 투입되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5는 사회복지 책임소재 관련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는 모형4보다 1.6% 증

가된 .191이다. 먼저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 부모부양

(=.079)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정적 향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과 유아보육의 책임이 국가책임 즉,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

하는 변수 모두 국가 책임 즉,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 효

과성 평가가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사회복지인식 설문에 정치인식 관련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정치성향, 정치관심, 

정치만족도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 정치성향은 정치적 

성향인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정치관심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정치만족

도는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6은 이러한 3개 변수가 정책 효과 

평가의 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설명력()은 .047이다. 구체적인 추정치를 살펴보면, 정치성향이 

보수적(=.094)이고 정치에 대한 만족도(=.183)가 높은 사람이 정책 효과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책효과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차(2010년)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남성보

다는 여성, 연령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면 학력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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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책 효과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평등하고, 복지서비

스는 빈곤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성장보다 분배를 찬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가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역에서는 소득직업 그리고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정책효과성에 긍정적인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고소득층세금이다. 즉, 고소득층의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 효과성

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책임소재 역에서는 가족이나 개인보다는 국가

책임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책효과 평가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하며, 대학교육과 유아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에 찬성하

는 사람들은 정책 효과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2차(2007)과 5차(2010) 자료 분석에서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

수는 성별, 빈곤대상, 성장분배, 소득직업만족, 대학교육이다. 즉, 이러한 변수는 2차(2007)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5차(20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와 5차 결과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세금평가에 대한 효과라 할 수 있다. 2차 자료에서는 세금평가 

관련 4개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5차 자료에서는 고소득층세금 변수만 통

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정부의 정책과 그 전달방법의 차이가 존재하

며 따라서 효과 평가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은 2013년 정보를 담고 있는 8차(2013년)자료를 단계적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5단계 모형 모두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가정인 독립성(Durbin-Watson) 그리고 다중공선성 검증을 통해 분석에 적합한 자료임

을 확인하 다. 다만 정규성 검증인 Kolmogorov-Smirnov이 불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례수

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결과를 해석

하고자 한다. 

모형1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것이다. 

성별, 연령, 학력, 근로유형, 사회계층인식 5개 변수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를 설명하는 는 

.158이다.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요인은 연령(=.214)과 학력(=-.169) 그리고 근로유형(

=-.066)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사회복지정책 효과를 더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근로유형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정책 효과 평가가 더 긍정적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과 학력, 근로유형 효과는 여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도 동일하게 유의한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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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2007)

2차(200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상수
2.772***

(.094)

2.791***

(.120)

2.548***

(.140)

2.449***

(.149)

2.336***

(.172)

성별(남=1)
-.045

(.027)

-.041

(.026)

-.037

(.026)

-.044

(.026)

-.054

(.027)

연령
.222***

(.001)

.196***

(.001)

.185***

(.001)

.165***

(.001)

.173***

(.001)

학력
-.252***

(.010)

-.236***

(.010)

-.254***

(.011)

-.271***

(.011)

-.247***

(.011)

근로유형(임금근로자=1)
.026

(.029)

.022

(.029)

.019

(.029)

.024

(.029)

.026

(.029)

사회계층인식( =1)
.028

(.034)

.016

(.034)

.014

(.034)

.013

(.033)

.016

(.033)

소득재산평등
.128***

(.010)

.119***

(.010)

.111**

(.010)

.113***

(.009)

빈곤대상
.059**

(.012)

.065**

(.012)

.073**

(.012)

.067**

(.012)

최소생계비지원
-.018

(.011)

-.009

(.011)

-.006

(.011)

-.004

(.011)

성장분배
-.031

(.017)

-.031

(.017)

-.027

(.016)

-.022

(.016)

근로의욕
-.100***

(.008)

-.088***

(.008)

-.102***

(.008)

-.097***

(.008)

건강만족
-.028

(.013)

-.024

(.013)

-.029

(.013)

여가친분만족
.009

(.020)

.010

(.020)

.007

(.020)

소득직업만족
.044

(.019)

.036

(.019)

.039

(.019)

가족환경만족
.066**

(.021)

.065**

(.021)

.069**

(.021)

경제확대세금
.056*

(.014)

.068**

(.014)

복지예산세금
.066**

(.008)

.066**

(.008)

고소득층세금
.067**

(.011)

.059**

(.011)

저소득층세금
-.052*

(.009)

-.044*

(.009)

자녀양육
-.009

(.013)

부모부양
.084***

(.012)

대학교육
.038

(.012)

유아보육
-.066**

(.014)
F





70.211***

.420

.176

42.979***

.456

.208

32.129***

.465

.216

27.212***

.481

.231

23.502***

.492

.242

*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p<.05, **p<.01, ***p<.001

*Kolmogorov_Smirnov .021/ 유의도 .092(정규성 충족)

*Durbin-Wat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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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식 변수 5개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2는 모형1에 추가된 5개 변수의 는 .045 즉, 

4.5% 정도 증가된 .203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 학력, 근로유형과 더불어 소득재산

평등(=.104), 빈곤대상(=.053), 성장분배(=-.072), 근로의욕(=-.144)이다. 즉, 소득과 재산이 평

등하다고 인식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회복지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의욕 하락시키

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

른 한편으로 5차(2010) 분석결과와 상반되게 분배보다는 성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 효과성

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사회복지인식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

득재산평등, 빈곤대상, 성장분배, 근로의욕 변수는 여타의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도 통계적 

유의성과 더불어 동일한 설명 방향(정적, 부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3은 생활만족도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 으며, 는 .207로 모형2보다 .4% 미미한 증가

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4개 변수 중 여가친분만족(=.064)만이 유일하다. 여

가친분만족은 여가생활과 사회적친분관계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러한 여가친분만족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 평가가 긍정적인 것이다. 더불어 여가친분만족은 세금평가 요인과 사회복지 

책임소재 요인이 추가 투입되어도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4는 세금평가 요인 변수 4개를 투입한 모형이다. 는 .219로 모형3보다 1.2% 설명력이 증

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경제확대세금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세금(=.038), 고소득

층세금(=.065)저소득층세금(=-.078) 변수는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

해 주고 있다. 복지예산을 위한 증세, 고소득층 세금 증세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효과성 평가가 

긍정적이며, 저소득층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책효과성 평가에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세금 관련 3변수는 여타 변수가 투입되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5는 사회복지 책임소재 요인 4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으로 는 모형4보다 1.8% 증

가된 .237이다. 특히 모형5에 투입된 4개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 비교되는 특성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양육(=.068)과 부모부양(=.084)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058)과 

유아보육(=-.053)이 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 효과에 부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사회복지책임소재가 국가나 사회책임이

라기보다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5차(2010)와 함께 8차(2013)년에 추가된 정치인식 요인인 3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모형6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정치성향(=.076), 정치관심(=-.073), 정치만족(=.248) 변수는 모두 사회복

지정책 효과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고 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정책 효과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 평가는 부정적이다. 모형6의 3개 변수가 정책 효과 평가에 

대한 설명력()은 .084이다. 

8차(2010년)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남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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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여성, 연령이 많을수록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반면 학력이 높을수

록 정책 효과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평등하고, 복지서비

스는 빈곤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성장보다 분배를 찬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가 근로의욕을 하락시킨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만족도 역에서는 소득직업 그리고 가족관계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정책효과성에 긍정적인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는 고소득층의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책 효과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소재 역에서는 가족이나 개인보다는 국가책임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책임을 주장하는 사람

들이 정책효과 평가에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하며, 대학교

육과 유아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책 효과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차(2010)과 8차(2013) 자료 분석에서 사회복지정책 효과성 평가에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

수는 근로유형(임금근로자=1)과 성장분배이다. 근로유형은 5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으나 8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성장분배는 5차에서는 정적효과인 반면, 8차에

서는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활만족 요인의 소득직업만족과 가족환경만족이 5

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8차에서는 여가친분만족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다. 

5차와 8차에서 가장 큰 차이는 요인은 세금평가 요인이다. 5차에서는 고소득층세금 변수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반면, 8차에서는 경제확대세금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책임소재 요인에서는 자녀양육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던 5차와는 달리 8차에서는 4변수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치인식 요인 또한 정치관심에

서 유의하지 않은 5차 자료와 달리 8차 자료는 3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추정치의 차이와 별도로 5차 자료의 모형5까지 22개 변수가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

를 설명하는  =.191이고 8차 자료는  =.237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양

의 차이와 추정치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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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2010)

5차(201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상수 2.872***
(.082)

2.796***
(.107)

2.638***
(.128)

2.594***
(.136)

2.712***
(.153)

2.775***
(.056)

성별(남=1) -.045*
(.022)

-.045*
(.021)

-.040
(.022)

-.041
(.022)

-.050
(.021)

연령 .253***
(.001)

.243***
(.001)

.227***
(.001)

.228***
(.001)

.211***
(.001)

학력 -.156***
(.009)

-.144***
(.009)

-.163***
(.009)

-.162***
(.009)

-.150***
(.009)

근로유형
(임금근로자=1)

.004
(.024)

.005
(.024)

.005
(.024)

.003
(.024)

.001
(.024)

사회계층인식
( =1)

.018
(.027)

.010
(.027)

.005
(.027)

.007
(.027)

.002
(.027)

소득재산평등 .084***
(.008)

.079***
(.008)

.071***
(.008)

.060**
(.008)

빈곤대상 .044*
(.009)

.045
(.009)

.043*
(.009)

.034
(.009)

최소생계비지원 -.031
(.009)

-.028
(.009)

-.033
(.010)

-.023
(.010)

성장분배 .054**
(.013)

.055**
(.013)

.059**
(.013)

.053**
(.013)

근로의욕 -.091***
(.007)

-.086***
(.007)

-.088***
(.007)

-.073***
(.007)

건강만족 -.024
(.012)

-.020
(.012)

-.023
(.012)

여가친분만족 .003
(.018)

.000
(.018)

.004
(.018)

소득직업만족 .052*
(.015)

.053*
(.015)

.048*
(.015)

가족환경만족 .046*
(.017)

.046*
(.017)

.050*
(.017)

경제확대세금 -.023
(.011)

-.027
(.011)

복지예산세금 .009
(.007)

.019
(.007)

고소득층세금 .075***
(.011)

.074***
(.011)

저소득층세금 .006
(.009)

.008
(.009)

자녀양육 .006
(.011)

부모부양 .079***
(.010)

대학교육 -.052*
(.010)

유아보육 -.078***
(.013)

정치성향(진보-보수
)

.094***
(.012)

정치관심 -.034
(0.12)

정치만족도 .183***
(.013)

F





68.559***
.377
.142

40.371***
.404
.163

29.966***
.411
.169

24.325***
.419
.175

22.041***
.437
.191

29.917***
.217
.047

*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p<.05, **p<.01, ***p<.001

*Kolmogorov_Smirnov .019/ 유의도 .065(정규성 충족)

*Durbin-Watson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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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2013)

8차(201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표준오차)

상수 2.999***
(.067)

3.151***
(.085)

2.988***
(.100)

3.043***
(.107)

2.940***
(.115)

2.705***
(.044)

성별(남=1) .009
(.018)

.009
(.017)

.013
(.017)

.014
(.017)

.010
(.017)

연령 .214***
(.001)

.186***
(.001)

.171***
(.001)

.160***
(.001)

.149***
(.001)

학력 -.169***
(.007)

-.162***
(.007)

-.174***
(.007)

-.179***
(.007)

-.177***
(.007)

근로유형(임금근로자=1) -.086***
(.019)

-.072***
(.019)

-.070***
(.019)

-.067***
(.019)

-.064***
(.019)

사회계층인식
( =1)

.015
(.020)

.006
(.020)

.005
(.020)

.002
(.020)

-.001
(.020)

소득재산평등 .104***
(.007)

.100***
(.007)

.088***
(.007)

.089***
(.007)

빈곤대상 .053***
(.008)

.055***
(.008)

.052***
(.008)

.038***
(.008)

최소생계비지원 -.007
(.008)

-.003
(.008)

-.002
(.008)

.000
(.008)

성장분배 -.072***
(.010)

-.069***
(.010)

-.067***
(.010)

-.068***
(.010)

근로의욕 -.144***
(.006)

-.140***
(.006)

-.138***
(.006)

-.117***
(.006)

건강만족 -.022
(.010)

-.021
(.010)

-.019
(.010)

여가친분만족 .064***
(.015)

.064***
(.015)

.070***
(.015)

소득직업만족 .019
(.013)

.010
(.013)

.013
(.013)

가족환경만족 -.005
(.015)

-.001
(.015)

-.011
(.015)

경제확대세금 .002
(.009)

.000
.009)

복지예산세금 .038**
(.006)

.037**
(.006)

고소득층세금 .065***
(.010)

.066***
(.010)

저소득층세금 -.078***
(.009)

-.076***
(.009)

자녀양육 .068***
(.009)

부모부양 .084***
(.008)

대학교육 -.058***
(.008)

유아보육 -.053***
(.009)

정치성향
(진보-보수)

.076***
(.010)

정치관심 -.073***
(.009)

정치만족도 .248***
(.010)

F





144.789***
.397
.158

98.309***
.450
.203

72.116***
.455
.207

60.081***
.468
.219

54.485***
.487
.237

110.843***
.290
.084

*표준화추정치(표준오차)

*p<.05, **p<.01, ***p<.001

*Kolmogorov_Smirnov .017/ 유의도 .012(정규성 불충족)

*Durbin-Watson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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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책시행이 수요

자에게 전달되어 체감됨으로써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가 어떤 요

인에 의해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복지인식, 생활만

족도, 세금평가, 사회복지책임 그리고 정치인식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향력을 탐색하 다. 특히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2차(2007), 5차(2010), 8차(2013) 자료를 비교 분석하 다. 2차 자료는 2006년 정보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며, 5차 자료는 2009년 정보이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그리고 8차 자료는 2013년 정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정부의 정책이 수요자에게 전달되고 체감하여 평가하는데 시간이 유예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을 탐색한 결과, 세 시점 공통적

으로 연령과 학력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정책 효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은 20대부터 90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포용력

과 배려심이 증가하는 특성이 이러한 결과를 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학력이 높아지면 비

판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책 또한 비판적 평가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

사회 사회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정책 효과 평가는 모두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은 5차에서 부분적으로 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8

차에서는 근로유형 즉, 임금근로자의 효과 평가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 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들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정책효과 평가가 부정적인 결과는 2차와 5차와 

비교하여 8차 시점 정책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인식 요인과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세 시점에서 공통적인 

결과는 소득재산평등과 근로의욕이 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이다. 먼저 소득재산이 평등하

다는 인식은 복지정책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근로의욕 즉,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근로의욕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성장보다는 분배차원에서 수행되

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계층에 상관없이 똑같이 제공하

는 것에는 반대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하는 것에 찬성이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

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 316 -



곽수란 /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책 수혜자들의 생활만족도가 정책 효과 평가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

면, 2차, 5차, 8차 모두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만족, 여가친분만족, 소득직업만족, 가

족환경만족 변수를 투입한 결과 2006년 시점에서는 가족환경만족이 정책효과 평가에 유의한 정

적 향, 2009년 시점에서는 소득직업만족, 가족환경만족이 유의한 정적 향을 그리고 2013년 

시점에서는 여가친분만족이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만족도가 정책

효과 평가에 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이유가 정책의 차이인지, 수혜자 특성의 차이인지 아

니면 각 시점의 사회적 변화 특성의 차이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명확한 결과는 생활만족도의 

향력이 매 시점마다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정책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한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책 효과 평가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이 세금관련 요인이라 판단된다. 경제확대를 위한 

증세, 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증세, 고소득층세금수준, 저소득층세금수준 평가는 사회복지정책 효과

성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먼저 2차는 경제나 복지 활성화를 위한 세금 확대하는 것

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 효과에 긍정적 평가를 하며, 더 나아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책효과 평가를 긍정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판단하면 부정적 평가

를 하고 있다. 그러나 5차 시점에서 세금관련 요인의 향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고소층의 세

금이 높다고 판단하는 변수만이 정책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타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8차 시점에서는 경제확대 세금 변수를 제외한 변

수가 통계적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세 관련 인식과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

가 각 정권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또

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책임소재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대한 향력은 가족책임에 비중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을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하면 사회복지정책 효과 

평가에 긍정적이며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우선적 책임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대학교육과 유아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정책 

효과 평가에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비가 매우 많이 지출되

거나, 그러한 맥락에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육비가 무상으로 제

공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큰 반면, 정책적인 지원은 그 기대를 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특히 2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대학교육 요인이 5차와 8차에서 부적인 향으로 나타난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육 및 보육비용의 책임 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슈화 되었던 것을 보면, 정책 평가는 각 정부

가 지향하는 바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가 사회복

지정책 평가를 인식차원의 효과성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즉, 투입-산

출에 의한 효율성 평가나 수혜자 입장에서 수혜 수준을 판단하는 만족도 평가라면 다른 결과가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기준을 달리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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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식이 정책 효과 평가에 미치는 향은 5차와 8차를 비교한 결과, 정치성향이 

보수일수록, 정치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책 효과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사회복지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역량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역량은 정책에 반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 정책에 따라 그 효과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정책의 차이로 반 된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정부가 정책

의 수혜를 최대한 반 하는 노력을 기할지라도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를 나타내게 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효과와 그 효과 평가에 결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보를 취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분석은 이러한 측면의 맥락을 탐색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 역의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318 -



곽수란 /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참고문헌

강 실(2009).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서울: 신정.

김승래, 전 준, 임병인(2012). “소득계층별 교육복지 지출 행태 및 정책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

구, 30(4), 123-156.

김안나․조재국․정경희(2007). “참여정부 4년 평가-보건복지 분야”. 2007-02정책자료.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윤재(201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동문사.

김진욱(2004). “빈곤층 변화 요인 분석- Sen 지수를 중심으로”. 행정발전연구, 10(2), 295-320.

노화준(2007).「정책평가론」서울: 법문사.

석재은․김가율․이민 (200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 복지 지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

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25-251.

손능수(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남대학교.  

이봉주, 김용득, 김문근, 강희설, 박숙경, 조윤호, 이수연(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쟁

점과 대안」. EM 커뮤니티. 

이신정(2011). “사회서비스 성과 평가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이인수(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정책의 효과성 평가: 평택시 노인복지 서비스 만족

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혜민북스.

양점도 외(2010). 「사회복지개론」. 서울: 공동체.

정경희 외(2006). “한국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2006-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오 희(2004).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94, 34-46.

정광열(2009). “홈리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과성의 향요인 분석 : 공급자와 수혜자 인식비교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정정길(2002).「정책학원론」.서울: 대명출판사.

전희정(2013).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 평가와 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찬미・이상은(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보장연구, 25(4), 

129-159.

- 319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Abbey, A. & F. M. Andrews(1986). "Modeling the Psychological and Bacon. and Forward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 .170-187.

Axford, N.(2010).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in Childrens Servic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1), 4-25.

Bakhshoodeh, M., Thomson, K. J.(2006). “Social welfare effects of removing multiple exchange 

rates: evidence from the rice trade in Iran”. Agricultural Economics, 34(1). 17-23.

Battaglio, R. P., Condrey, S. E.(2007). “Framing Civil Service Innovations: Assess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forms”.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131, 25-46.

Behn, R.D. (2003)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s Require Different 

Measur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5): 586-606.

Capeau, B., Decoster, A., De Swerdt, K., Orsini, K.(2009). “Welfare Effects of Alternative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 Calculations for Belgium”. Public Policy and Social Welfare, 

36, 437-470.

Clarkson, P.(2010). ‘'Performance Measurement in Adult Social Care: Looking Backwards and 

Forward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1), 170-187.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

Gilbert, N. & Specht, H.(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 & Terrell, P.(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Huang, C. C., Ku, Y. W.(2011).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Programmes in East Asia: A 

Case Study of Taiwa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7), 733-751.

Kahn, A. J.(1973). “Social Work and Policy Studies”. Policy Studies Journal, 2(1). 8-13

Kawaguchi, D., Mori, Y.(2009). "Is Minimum Wage an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in 

JAPAN?". Pacific Economic Review. 14(4), 1361-1374.

Kim, A. S., Jennings, E. T.(2009). "Effects of U.S. States' Social Welfare Systems on Population 

Health". Policy Studies Journal, 37(4). 745-767.

Kim, S. H., Stiglitz, J., Yun, Y. K.(2006). "Welfare Effects of Integrated Social Insurance 

System". Korean Economic Review, 22(2). 197-232.

Kuechler, C., Velasquez, J., White, M.(1998). "An Assessment of Human Services Measures". 

- 320 -



곽수란 / 사회복지정책 효과 분석

Public Adminstration Review, 63(5), 39-65.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

Titmuss, R. M. (1974). Social Policy, London: Allen and Unwin.

Wilensky, H. L. and Lebeaux, C. N. (1958).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The Free Press.

Wilkinson, M.(2005). "Virtual Reality: Children as Constituents in Social Welfare and Social 

Policy Constructions". Children in Charge, 12, 58-65.

- 321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의 비교*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 A Comparison of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박상현(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차이

가 있음에 주목하여 두 정권 간에 정책변화의 결과로서 효과(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및 소비, 주

관적 욕구대비 충족수준 등) 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의 감소효과가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에서 모두 나타

났으며, 그 효과의 정도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의 감소효과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에서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효과가 신규수급가구에 일부 존재하지만 기존수

급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구소득과 가구소비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 

모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최저생활비도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 모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의 격차가 더 커졌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기초생활보

장예산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동 제도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에 가구소득 및 소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적정 수준으

로 인상하고,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두 정권 간에 정책의 결과(outcomes)로서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가 될 것이며, 아직 미완성인 연구이기 때문에 인용을 금하오니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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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으로 전환되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변화의 핵심은 근

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되

었다는 점에서 기초적 생활수준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

보장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진보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는 소득 보장은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근로의욕 감퇴문제는 법 제정시기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동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자에 대해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수급탈피율은 낮은 상태이다. 따

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한의 생활수준

을 보장’하는 것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예산과 수급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 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층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도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다른 빈곤층과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허선, 2010; 박상현․최하정, 2011). 따라서 정부가 정책변화를 통해 기초보

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변화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데, 특히 선거를 통한 정권 변화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권들 간에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정당이익 이론(partisan theory)'에 따

르면 정치체제 내에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정당(political parties)의 구성(composition)과 그러한 

정당들 사이에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에 따른 정책 선호(preference)의 차이에 입각한 

것이다(Hibbs, 1977; Schmidt, 1996). Hibbs(1977)이외에 많은 학자들이 ‘정권의 정당 배열’을 민주

주의 국가에서 정책 선택과 정책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Schmidt, 1996: 

155). 실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및 집권당의 정치적 정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하 으며, 집권당의 과반 의석수 확보 여부가 정책의 변화에도 향을 미쳤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기초보장제도의 변화에도 향을 미쳐 두 정부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1차(2005년 7월), 2차(2007년 1월)에 걸쳐 축소되었으

며, 부양능력판정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조정되는 등의 수급기준이 완화됨으로

써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말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라는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과 2009년 1월에 있었던 수급자 및 부양의

무자 재산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능력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자활을 강조하면서 

부정수급 방지 등의 수급자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 두 정권사이에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초생

활보장 예산의 증가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차이는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초점을 두고 과연 두 정부 간에 동 제도의 효과에 있어서 어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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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에는 근로유인효과, 빈곤감소효과, 욕구

대비 충족효과, 사각지대 감소효과 등으로 다양하다(보건사회연구원, 2007).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강병구, 2004;이상은, 2004; 변

금선, 2005; 김을식, 2008a; 박상현․김태일, 2011; 안종범․김재호, 2012),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최정균․최재성, 2002; 홍경준, 2002; 안종범․전승훈, 2004; 김을식, 2008b), 소득재분배 효과

에 관한 연구(여유진, 2009; 한국조세연구원, 2006), 사각지대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홍경준, 2003; 

여유진, 2004; 구인회․백학 , 2008), 소득․소비증대 효과에 관한 연구(김태일, 2004; 박상현․최

하정, 2011)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동 제도의 효과 분석에 관한 논문이 축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욕구대비 충족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적인 효과만을 분석하 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과를 평

가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소득, 소비 및 욕구대비 충족수준, 근

로소득 감소 등에 미치는 효과를 두 정권 간에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정책변화와 동 제도

의 빈곤감소 또는 소득․소비증대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자료

와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제Ⅳ장에서는 기초보장제도가 소득과 소비, 욕구대비 충족수준에 

미친 효과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 검토

1. 국민기 생활보장제의 의의와 정책변화

1990년대 말 IMF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출현과 시민단체 연합의 활동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 다. 그러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

후 노무현 정부에서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정책변화

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과 수급자 수의 변화율을 보면 두 정권 사이에 명백

히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시행된 이후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어 왔는지

를 예산과 수급자(가구)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지난 10년간 주요 핵심사항의 변화를 간

략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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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변경 내용

2002
-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 차상위계층 만성․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실시

2003
- 소득인정액제도(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
- 근로능력자의 근로소득공제제도 연기

2004 - 법 시행 이후 1차 최저생계비 실계측후 최저생계비 결정

2005
- 부양의무자 범위 1차 축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2006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 부양능력판정기준 변경(최저생계비의 120% → 130%)

2007
- 부양의무자 범위 2차 축소(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제외)

-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지급 근거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08

- 금융재산조회시스템 구축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간주부양비 부과율 인하(아들의 경우 40% → 30%)

2009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기본재산액) 완화
- 한시 생계보호 실시
- 근로능력판정기준 강화

2010

- 근로능력판정 강화(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실시)

- 재산범위의 구체화(토지에 대한 세부규정 추가, 입목 및 어업권을 재산에 포함)

- 부정수급자 고발 조치

2011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부과제외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수급자관리 강화

<표 1> 국민기 생활보장법 10년간의 주요 변화

자료: 허선(2009)을 수정 인용. 2009-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의 주요 개정사항 중에서 핵심 
변경사항 참조하여 수정.

위의 표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시기에 두 차례(2005년, 2007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함으

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 범위(coverage)가 확대된 것이 중요한 변

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게 하고자 긴급복지지

원법을 제정하 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

화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정책 환경

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임시적 방편인 한시생계보호제를 실시하고, 재

산기준을 소폭 완화하 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2009년부터 근로능력판정을 강화하고, 수급자

관리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썼다. 

이와 같이 두 정부 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내용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예산(보건복지부 및 기초생활보장 등)

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

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하여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

* 물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요구안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고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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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기초생활보장 예산

총액 증감율 총액 증감율

김 삼
정부

1995 19,839 - 5,651 -

1996 23,707 19.5% 7,035 24.5%  

1997 28,512 20.3% 9,134 29.8%  

1998 31,127 9.2% 11,211 22.7%  

김대중
정부

1999 41,611 33.7% 19,451 73.5%  

2000 53,100 27.6% 24,191 24.4%  

2001 76,123 43.4% 34,500 42.6%  

2002 77,495 1.8% 34,034 -1.4%  

2003 83,511 7.8% 35,230 3.5%  

노무현
정부

2004 91,346 9.4% 37,697 7.0%  

2005 86,480 -5.3% 43,561 15.6%  

2006 97,063 12.2% 53,678 23.2%  

2007 115,292 18.8% 65,759 22.5%  

2008 155,556 34.9% 68,505 4.2%  

이명박
정부

2009 180,155 15.8% 71,355 4.2%  

2010 192,917 7.1% 72,973 2.3%  

2011 204,951 6.2% 75,168 3.0%  

2012 219,745 7.2% 79,028 5.1%

2013 251,761 14.6% 85,532 8.2%

켰다. 실제 아래 <표 2>의 두 정권 사이에 예산 변화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표 2> 보건복지부  기 생활보장 산의 변화

(단 : 억원)

주1) 예산이 해당 기간의 전년도에 편성되므로, 실제 각 정권의 기간보다 1년 뒤의 시점으로 정권을 구분하 음.

주2) 2000년까지의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구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생활보호 예산”과 “의료보호 예산”을 합한 
것임.

주3) 2001년은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가 없어서 세출결산서의 예산사용내역을 참고한 것임. 그 외 년도의 예산은 모두 
보건복지부 예산 개요의 일반회계부문을 참고하 음.

위의 <표 2>과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2001년의 김대중 정부에 보건복지부와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산변화를 보면, 보건복

지부 예산과 기초생활보장 예산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와 부양능력판

정 완화한 시기에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증

가하 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다 확

* 다만, 주의할 점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분권교부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복
지사업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노무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축소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선호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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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계 (전년대비) 증감률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 698,075 1,419,995 - -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1.01% -4.85% 691,01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3.88% 1.72%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4.99% 3.61% 753,681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7.44% 6.27%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2.71% 1.43% 831,692 1,449,832 85,118

2007 852,420 1,549,848 2.49% 0.97% 852,420 1,463,140 86,708

2008 854,205 1,529,939 0.21% -1.28% 854,205 1,444,010 85,929

2009 882,925 1,568,533 3.36% 2.52% 882,925 1,482,719 85,814

2010 878,799 1,549,820 -0.47% -1.19% 878,799 1,458,198 91,622 

2011 850,689 1,469,254 -3.20% -5.20% 850,689 1,379,865 89,389

2012 821,879 1,394,042 -3.39% -5.12% 821,879 1,300,499 93,543

　 김 삼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예산 16.30% 22.9% 22.0% 10.2%

기초생활보장예산 25.70% 28.5% 14.5% 4.6%

실하게 정권 별로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지를 보기 위해서 2005년과 2006년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제외한 평균 증가율을 보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정권별 보건복지부  기 생활보장 산의 평균 증가율

주1) 다만, 노무현정부의 2005년과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제외하고 계산하 음. 그 이유는 2005년에 분권교부세의 
실시로 지방정부에 사업과 예산이 상당 부분 이양되었기 때문이며, 2006년의 증가율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임.

<표 3>의 정권 별 보건복지부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

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IMF외환위기의 향을 받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비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평균 증가율이 

11.8%p가 더 높고,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9.9%p만큼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권 별로 투입되는 예산의 차이는 정책의 산출(outputs) 측면인 수급자에 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래 <표 4>의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2: 27)

위의 <표 4>를 통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이후 수급자수의 변화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9년간의 변화 중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에 최저생

계비 계측이 이루어져 2005년에 이를 반 하 고,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한 정책변화가 

2005년에 수급자를 상당히 증가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이므로 2009년에는 일시적

으로 수급가구(및 수급자) 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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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1인 가구 4인 가구

2004년 368,226 1,055,090 3.5% 3.6%

2005년 401,466 1,136,332 7.7% 2.8%

2010년 504,344 1,363,091 2.75% 3.0%

2011년 532,583 1,439,413 5.0% 4.0%

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전년대비 수급자수의 증감률이 5%이상 감소하 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이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는 어

떻게 변화되었을까?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공식적․절대적 빈곤선으로서 비단 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과 차상위 계층 설정 등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정책 전반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준

해서 증가해 왔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고려하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

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계측을 언제 실시했으며, 이를 얼마나 반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있는 가이다. 그래서 참여

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계측주기를 2년마다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측을 정확

하고 자주 할수록 최저생계비에 반 함으로써 수급자가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은 

계측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즉, 2005년과 

2011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과 직전 해의 물가상승률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 최 생계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위의 <표 5>를 보면 200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6% 는데, 2005년 최저생계비는 7.7%가 인상

되었다. 반면에 2010년 물가상승률이 3.0%인데, 2011년 최저생계비는 5.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예산의 변화를 종합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노무현 정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 다

(김원섭, 2008; 김 순, 2009; 백두주, 2011).

* 2008년은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7년에 조사된 계측을 이명박 정부에서 반 하 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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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정책효과에 한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소득과 소비, 욕구 충족에 미치는 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또는 근로소득)감소 및 빈곤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견해(이상은, 2004; 변금선, 2005; 김을식, 2008a)와 동 제도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경제활동참여(또는 근로시간)나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견해(강병구, 2004; 구인회 외, 2010; 박상현․최하정, 2011; 박상현․김태일, 2011; 안종범․김

재호, 2012)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존에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의 결

과는 대체로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향력이 작지만, 조금씩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최정균․최재성, 2002; 홍경준, 2002; 안종범․전승훈, 2003). 특

히, 기초생활수급가구만을 대상으로 장현주(2010)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한 공적소득

이전이 사적소득이전에 비해 빈곤감소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소비증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태일(2004)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구의 소득증대효과와 소비증대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 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2000~2002년 자료를 활용하 으며, 분석방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실시가 수급자가구의 근로소득 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중차

이방법을 이용한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설계에 의하여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수

급자 가구의 소득과 제도의 실시 후의 수급자의 소득을 비교하 다. 분석결과, 소득증대효과 적

어도 28.3%, 소비증대효과는 8.4%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근로소득의 감소분이 최대 

12.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회 외(2010)는 기초보장제도의 실시 여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향을 추

정하기 위해 1996년과 2006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분석하 다. 이 연

구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통해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

태조사와 2006년 전국가계조사를 이용하 다. 분석 결과 기초보장제도의 실시는 전체가구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확률을 5.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동 

제도의 실시는 전체대상 가구의 가구소득을 58만 8천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가구소득의 증가가 빈곤율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박상현․최하정(2011)은 『한국복지패널』 1차-3차(소득은 2005-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

점수매칭과 이중차이방법이 결합된 매칭이중차이 모형을 통해 가구의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가

* 이 연구에서는 전체가구 대상과 도시근로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도시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생략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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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비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6년에 

새롭게 수급가구가 된 신규수급가구뿐만 아니라 2006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온 기존

수급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근로소득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소득․소비증대효

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급가구는 세부 소비지출 항목에 있어서도 대부분 

비수급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김태일(2004)의 연구는 수급자가구와 유사한 비

수급자가구를 매칭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성별만을 이용하 다는 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에 이질성으로 인한 선택편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구인회 외(2010)는 재산과 소득을 통제

하기 위해 각각 자가 소유 여부 및 저학력 여부를 사용하 는데, 따라서 이 연구의 실험집단은 

수급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가구주인 임차 가구이지, 수급가구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보

장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박상현․최하정(2011)의 연구는 2006년에 

새롭게 수급가구가 된 신규수급가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비수급가구를 매칭하기 위해 2005년

도 통제변수들을 이용하 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이 신청 당시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

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자산 및 부채가 수급 여부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데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에 기초보장제도의 정책효과 연구에 

있어서 정권 간의 차이점에 대해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빈곤을 측정한 방법은 공식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감소 효과 분석에서 사용한 ‘절대적 빈곤’이나 수급자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제집단(비수급가구)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소비증대 효과 분석에서 사용

한 ‘상대적 빈곤’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즉, 지금까지는 수급가구가 인식하는 최저생계비인 ‘주관

적 빈곤’을 기준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이러한 빈곤의 개념 및 측정 

방법이 다양하고,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이 우

월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다양하

다(보건사회연구원, 2007).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근로소

득 감소효과와 소득․소비증대효과뿐만 아니라 주관적 최저생계비와 주관적 욕구대비 충족효과

의 변화도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 방법

1. 자료와 분석 상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기 위해 2005년(1차)부터 2007년(3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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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2010년(6차)부터 2012년(8차)까지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

널」 1～3차(2006～2008년)와 6~8차(2011년~2013년) 자료를 이용하 다.* 이는 복지패널 자료상

의 문제와 아울러 정부 시행초기의 정책 및 예산은 전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

한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으로는 저소득층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실험집단

과 유사한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갖는 비수급가구 중에서 통제집단으로 구성하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집단Ⅰ은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비수급

가구 다가 2006년( 및 2011년)에 새롭게 수급가구로 진입한 가구(‘신규수급가구’라 함)이다. 그리

고 실험집단Ⅱ는 2006년( 및 2011년) 이전부터 2007년( 및 2012년)까지 계속해서 수급을 받은 가

구(‘기존수급가구‘라 함)이다. 각 실험집단에 대응하는 두 개의 통제집단(통제집단Ⅰ과 통제집단

Ⅱ)은 2006년 이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비수급가구중에서 성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하여 구성

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한 것은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2006년( 및 2011년)에 새롭게 수급가구가 된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방법론상의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2006년( 및 2011년) 수급 직전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

구원의 경제활동여부의 변화나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가 되었다면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종속변수인 근로소득의 변화가 독립변수인 국민기초

생활 수급여부에 향을 미쳤다면 수급 이후인 2007년( 및 2012년)의 근로소득이 수급 이전인 

2005년( 및 2010년)의 근로소득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감소분을 모두 정책의 효과

로 보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있어서 편의(bias)가 발생하여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

지 방법을 이용하여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하 다. 하나는 실험집단과 수급 여부를 제외한 

다른 특징들이 유사한 통제집단을 매칭하기 위해서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고려하여 수급 

시점인 2006년( 및 2011년)을 기준을 기준으로 성향점수를 추정하 다. 다른 하나는 2006년( 및 

2011년) 이전부터 수급가구 던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과 유사한 통제집단Ⅱ를 구성하여 수

급이전의 경제활동여부나 근로소득의 변화가 독립변수인 수급여부에 미치는 향을 줄임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줄이고자 하 다.

둘째, 2006년 이전부터 수급가구 던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는 제도에 이미 적응이 된 집

단이므로 수급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이외의 가구소득과 가구소비 등이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

Ⅰ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수급가구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가구주가 고령

층이거나 근로능력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를 서로 구별

하여 파악함으로써 수급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

*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에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와 소득계층별, 경
제활동상태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6부터 조사된 
패널데이터이다. 특히, 이 자료는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유사한 표본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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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다음으로 개별 가구와 개별 수급자 수준에서 『한국복지패널』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비수급가구)을 

구성하고, 두 집단의 소득과 소비의 변화와 욕구대비 충족수준을 매칭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 

in Difference; DID)에 의하여 비교한다. 여기서 욕구수준은 객관적(또는 공식적인 욕구수준으로

서의) 최저생계비는 수급기준에 해당됨으로 주관적인 욕구수준을 기준으로 충족효과를 검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된 특징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줄이기 위해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

(동질성)을 갖는 통제집단을 설정을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성향점수 매칭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석대상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

은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s)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비동질적인 경우 발생되는 편의

는 통제하지 못한다. 이중차이 모델은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면 두 시

간대의 결과를 차분함으로써 이로 인한 편의를 제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

이터를 이용하여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이 모델을 결합시킨 형태의 매칭 이중차이 모델을 적용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성향점수 매칭 방법과 이중차이 모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빈곤 및 소비에 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

을 독립변수로 하는 Probit(또는 Logit) 모형을 통해 성향점수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robit 

모형을 적용하 다. 

2단계에서는 매칭방법(matching algorithm)을 선택한다. 매칭방법에는 Nearest Neighbor(NN) 

Matching, Caliper Matching, Kernel Matching, Local Linear Matching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매칭방법은 어떤 특정 방법만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이하에서 논의할 ‘공통 역

의 점검’과 ‘매칭의 질’을 평가한 후에 타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의 질을 

높임으로써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Caliper Matching 방법을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매칭방법에 대해 매칭의 질을 검정한 후에 균형이 가장 잘 이루어진 

매칭방법을 선택하 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liper Matching방법의 질을 평가한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제변수들과 성향점수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향점수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중차이 방법을 적용하 는데, 구체적인 

* 두 집단 간에 유사하게 매칭시키기 위해 통제변수를 증가시킬 경우에 ‘차원의 문제(dimensionality problem)’가 발생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PSM방법이다(Rosenbaum and Rubin, 1983).

** 성향점수매칭 및 매칭이중차이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Smith and Todd(2005), Caliendo and Kopeinig(2008), 

박상현․김태일(2011) 등을 참조할 것.

*** Caliper Matching은 최대 성향점수의 거리(이를 ‘caliper'라 함)라는 허용 수준(tolerance level)을 부여함으로써 NN 

Matching의 매칭 질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Smith and Todd, 2005: 315; Essama-Nssah, 20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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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분석
A

실험집단Ⅰ(신규수급가구) O1(비수급)
X(제도)

O2(수급)

통제집단Ⅰ(비수급가구) O3(비수급) O4(비수급)

분석
B

실험집단Ⅱ(기존수급가구) O5(수급) O6(수급)

통제집단Ⅱ(비수급가구) O7(비수급) O8(비수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 차이모델의 논리

<그림 1>에서 2006년( 및 2011년) 새롭게 수급가구가 된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은 프로그

램 참여 이전과 이후인 2005년( 및 2010년)과 2007년( 및 2012년)의 소득과 소비는 O1, O2이다. 

이와 유사한 통제집단Ⅰ의 2005년( 및 2010년)과 2007년( 및 2012년)의 소득과 소비는 O3, O4이

다. 두 시기 간에 실험집단Ⅰ의 소득과 소비의 차이는 (O2-O1)이 되며, 통제집단Ⅰ의 차이는 

(O4-O3)이 된다. 따라서 두 시점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소득과 소비

의 변화는 (O2-O1)-(O4-O3)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내생성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으로 인한 효과는 과대추정되었을 것

이다.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실험집단Ⅱ와 2005년을 기준으로 정책변수인 수급여부를 제외한 

가구주 및 가구의 특성 등이 유사한 통제집단Ⅱ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2006년( 및 2011년) 이전부터 수급가구 던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의 2005년( 및 2010년)

과 2007년( 및 2012년)의 소득과 소비는 O5, O6이다. 이와 유사한 통제집단Ⅱ의 2005년( 및 2010

년)과 2007년( 및 2012년)의 소득과 소비는 O7, O8이다. 두 시기 간에 실험집단Ⅱ의 소득과 소비

의 차이는 (O6-O5)이 되며, 통제집단Ⅱ의 차이는 (O8-O7)이 된다. 따라서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

단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으로 인한 이중차이는 (O6-O5)-(O8-O7)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근로소득은 상용직 또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임금 또는 자 업자 등의 사업

소득에 부업소득(4차년부터 기타근로소득)도 포함한 가구내의 모든 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

간 근로소득을 합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업을 한다는 것은 근로동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

업활동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부업에 대한 대가역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사적이전소득은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과 민간보험, 기타 민간보조금을 합한 것이다. 

가구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서 가구내의 근로소득이외에 재산소득과 사회보험․민간보험급여, 

기타정부보조금과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급여 등을 모두 합한 경상소득에서 세금(소득세)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것이다(박찬용 외, 2002; 유경준․김대일, 2003). 다만, 경조금이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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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의 일회성 소득인 비경상소득(기타소득)은 가구소득에서 제외하 다. 가처분소득을 사용한 

이유는 수급가구의 경우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비교하려는 통제집단의 가구소득에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이 포함된다면 실험집단의 가상적 

소득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소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내의 월

간 총생활비를 의미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구의 개인들이 인식하는 주 인 최

생계비에 해서도 살펴 으로써 실제 지출한 가구소비와 비교하여 주 인 욕구수 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한 효과를 분석한다. 주  최 생계비는 주  최 생활비와 

주  정생계비로 구분된다. 다만, 주  정생계비는 최근에 추가된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 시기의 분석에 한해서 살펴본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원인변수 즉 독립변수는 실험집단 여부이다. 실험집단여부 변수는 2가지가 있다. 첫

째, 실험집단Ⅰ(‘신규수급가구’라 함)은 2006년( 및 2011년)에 새롭게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가 된 

가구이다. 둘째, 실험집단Ⅱ(‘기존수급가구’라 함)은 2006년( 및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수급

가구 던 가구이다. 이러한 실험집단Ⅰ과 실험집단Ⅱ와 수급여부를 제외하고 다른 특성들이 유사

한 비수급가구들을 각각 통제집단Ⅰ과 통제집단Ⅱ로 하 다.

 3) 통제변수

성향점수 매칭에 이용되는 통제변수는 기초생활수급여부, 즉 가구소득 수준인 빈곤뿐만 아니라 

소비지출 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변수이다.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빈곤가구의 결정요인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요인(연령, 성별, 학력, 건강상태, 장애여부, 근로능력유무,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과 가구 요인(가구원수, 가구형태 등), 지역요인, 재정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가구의 빈곤수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우선 가구주의 개인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노년층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근로능력이 떨어져 경제활동

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이 많은 경우에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인가구주의 다수는 저학력자이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

한 비노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양육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근로활

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적자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이나 건강상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가구의 소득수준

이 달라질 수 있다.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낮거나 없

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능력유무는 중증장애나 질병(또는 부상), 노령 

등의 사유가 있거나 집안 일만 가능한 단순근로미약자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0’으로 코딩하 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가구의 빈곤여부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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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변수 정의  측정

근로소득 = 임금 또는 사업소득+부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 민간보험 + 기타 민간보조금

가구소득
= (근로소득+재산소득+사회보험+민간보험+민간보조금+기타정부보조금+국민
   기초보장급여) - { (세금+사회보장부담금) × 12 }

가구소비 = 월간 총생활비 × 12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최저생활비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주관적 적정생활비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

욕구대비 충족효과 = (가구소비 / 주관적 최저생계비) × 100

실험집단
여부

실험집단Ⅰ 신규수급가구=1, 통제집단Ⅰ=0

실험집단Ⅱ 기존수급가구=1, 통제집단Ⅱ=0

가구주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만나이

학력
미취학=1, 무학=2, 초등졸=3, 중등졸=4, 고등졸=5, 2년제 대졸=6, 

4년제 대졸=7, 대학원 석․박사=8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아주 건강하다=5

장애여부 장애유=1, 장애무=0

근로능력유무 근로능력유=1, 근로능력무=0

원인이 된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비취업자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자활 

및 공공근로자를 포함), 자 업자 등으로 구분하 다. 가구주가 비취업자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빈곤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구 요인은 가구형태와 가구원수 등이 있다. 가구형태의 경우 단독 가구, 한부모(모자 및 부

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기타 가구 등이 있다. 한부모 가구는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

녀로만 구성된 가구인 ‘모자가구’와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인 ‘부자가

구’를 의미한다. 기타 가구에 비해 단독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이 빈곤가

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계속빈곤을 경험할 위험도 높다. 즉, 가구원수가 적은 것은 빈곤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가구소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요인은 서울 및 광역시 등의 도시인지, 농촌인지 등의 거주 지역에 따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가구가 도시가구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 빈

곤율이 높다(김 주, 2008; 강병구 외, 2009). 

가계의 재정적 요인은 기초생활 수급요건이면서, 또한 가구소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다. 즉, 가계의 자산과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 되기 때문에 

수급가구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비수급가구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서 누락됨으로써 편의(bias)가 

존재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성향점수추정 시 통제하고자 한다.

<표 6> 변수의 정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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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변수 정의  측정

경제활동참여상태
(비취업자 기준)

상용직 여부 상용직 근로자=1, 그 외=0 

임시․일용직 여부 임시․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근로자=1, 그 외=0

자 업 여부 자 업자=1, 그 외=0

가구
요인

가구원수 가구원수

가구형태
(기타가구 기준)

단독가구 여부 1인 가구=1, 그 외=0

한부모가정 여부 모자 및 부자 가구=1, 그 외=0

소년소녀가장가구 여부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인 가구=1, 그 외=0

지역요인 거주지역(농촌여부) 군과 도․농 복합군 지역=1, 그 외(서울, 광역시, 시)=0

재정요인
총자산 = 금융자산+부동산자산+기타자산

총부채 = 금융기관대출+일반사채+카드빚+전세보증금+외상+미리 탄 계돈+기타 부채

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2007년) 이명박 정부(2010-2012년)

분석 A 분석 B 분석 A 분석 B

실험Ⅰ 통제Ⅰ 실험Ⅱ 통제Ⅱ 실험Ⅰ 통제Ⅰ 실험Ⅱ 통제Ⅱ

성별　
Unmatched 48.9% 78.3% 46.6% 79.0% 47.8% 67.6% 46.1% 74.3%

Matched 59.4% 62.5% 45.8% 45.0% 50.0% 40.9% 46.1% 44.2%

연령　
Unmatched 51 55 60 54 61  64 64  58 

Matched 54 55 63 63 62  57 67  66 

학력　
Unmatched 4.0 4.6 3.4 4.6 3.8  4.1 3.5  4.6 

Matched 3.8 3.7 3.3 3.2 3.8  3.8 3.4  3.4 

건강상태　
Unmatched 2.5 3.3 2.1 3.3 3.3  3.2 2.5  3.4 

Matched 2.6 2.7 2.2 2.2 3.3  3.3 2.6  2.6 

장애유무　
Unmatched 24.4% 9.6% 28.3% 8.7% 13.0% 14.4% 30.0% 11.5%

Matched 18.8% 15.6% 20.9% 23.1% 13.6% 9.1% 22.8% 25.7%

근로능력유
무　

Unmatched 77.8% 87.5% 44.6% 85.1% 87.0% 88.4% 73.3% 91.1%

Matched 78.1% 68.8% 48.8% 46.4% 86.4% 86.4% 74.7% 72.4%

상용직　 Unmatched 11.1% 31.4% 0.5% 23.8% 0.0% 0.0% 1.2% 25.8%

제4장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7>의 기술통계 결과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표 7>를 통해 본 연구에서 수급가구인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수급 빈곤가구인 통제집단이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성향 수 매칭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술통계 결과*

* 이명박 정부의 분석 A에서는 실험집단Ⅰ이 상용직 근로자가 없어서 성향점수 추정시 비수급자 중 상용직 근로자인 
1230개의 표본수가 제외되었다. 그 결과 통제집단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통제집단Ⅰ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실험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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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2007년) 이명박 정부(2010-2012년)

분석 A 분석 B 분석 A 분석 B

실험Ⅰ 통제Ⅰ 실험Ⅱ 통제Ⅱ 실험Ⅰ 통제Ⅰ 실험Ⅱ 통제Ⅱ

Matched 15.6% 9.4% 0.7% 0.7% 0.0% 0.0% 1.7% 2.5%

임시일용직　
Unmatched 24.4% 12.4% 18.1% 19.6% 30.4% 23.3% 16.1% 17.9%

Matched 25.0% 21.9% 19.7% 19.1% 31.8% 54.5% 16.7% 16.7%

자 업　
Unmatched 6.7% 27.4% 7.8% 27.8% 13.0% 30.8% 7.0% 22.9%

Matched 9.4% 0.0% 9.9% 9.3% 13.6% 9.1% 8.9% 8.5%

가구원수　
Unmatched 2.4 2.7 2.1 2.7 2.3  2.4 2.0  2.6 

Matched 2.5 2.7 1.9 2.0 2.3  2.4 1.8  1.8 

단독가구　
Unmatched 33.3% 19.8% 41.5% 19.7% 26.1% 28.2% 43.8% 22.6%

Matched 37.5% 34.4% 46.5% 46.4% 27.3% 22.7% 50.3% 47.8%

한부모　
Unmatched 15.6% 1.3% 7.0% 1.3% 21.7% 1.0% 5.2% 1.1%

Matched 0.0% 0.0% 3.8% 6.2% 18.2% 13.6% 2.2% 3.6%

소년소녀가
장　

Unmatched 2.2% 0.4% 2.5% 0.3% 4.3% 0.6% 3.3% 0.5%

Matched 3.1% 3.1% 2.1% 2.1% 4.5% 4.5% 1.7% 1.7%

농촌여부　
Unmatched 20.0% 26.2% 25.1% 25.8% 17.4% 30.6% 23.3% 25.9%

Matched 25.0% 21.9% 27.2% 27.5% 18.2% 4.5% 27.5% 24.3%

총자산　
Unmatched 304 11044 385 8491 345  14249 439  13436 

Matched 376 388 474 750 361  548 550  696 

총부채　
Unmatched 1753 2466 856 3595 671  2679 866  5100 

Matched 1960 1067 858 936 702  434 918  832 

성향점수　
Matched 0.05494 0.05501 0.30412 0.30413 0.05994 0.05973 0.27426 0.27426

t값(유의확률
)

-0.00  (0.996) -0.00  (1.000) 0.01  (0.992) 0.00  (1.000)

표본 수　
Unmatched 45 4914 554 4993 23 3594 484 4841

Matched 32 32 426 538 22 22 360 504

주1) 분석 A는 2006년과 2011년 기준이며, 분석 B는 2005년과 2010년 기준임.

주2) Unmatched는 매칭 이전을 의미하며, Matched는 매칭 이후를 의미함.

성향점수매칭 결과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과 통제집단Ⅰ,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와 통

제집단Ⅱ등이 모두 매칭이 잘 이루어져 통제변수 및 성향점수가 두 집단 간에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집단을 중심으로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 간에 차이점을 

주로 논의하되,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에 비해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가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실험집단Ⅰ에 비해 기존수급자 집단인 실험집단Ⅱ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신규

수급가구에 비해 기존수급가구의 가구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도 고령층이 많은 기

존수급가구의 가구주가 신규수급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비율도 기존수급가구의 가구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수급가구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능력의 경우 신규수급가구가 기존수급가구에 비해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기존수급가구의 근로능력 비율이 크게 증가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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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년-2007년)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2005년
PSM추정치

2007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근로
소득

실험집단Ⅰ 746 785   39 897 811 -86 

통제집단Ⅰ 704 1201 497  925  1254  329  

집단 간 
차이

42 -416  -457  -29  -443  -414  

t값
(유의확률)

0.20 (0.842) -1.55 (0.126) -2.32 (0.024) -0.08 (0.939) -1.04 (0.302) -0.95 (0.346)

사적
이전
소득

실험집단Ⅰ 226 121  -105 291  217  -74  

통제집단Ⅰ 197 352  156  364  376  12  

집단 간 
차이

30 -231  -261  -73  -159  -86  

t값
(유의확률)

0.37 (0.714) -2.96 (0.004) -2.83 (0.006) -0.60 (0.550) -1.29 (0.205) -0.88 (0.385)

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근로능력판정에 대한 강화 지침이 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 강화가 경제활동참여율의 향상에 향

을 미쳤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신규수급자의 경우 수급 이전의 상태이므로 두 정부 간에 기존수

급자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여율(상용직, 임시일용직, 자 업자 비율의 총합)에 거의 변화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기존수급가구가 적고, 마찬가지로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수급가구가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비율이 높다. 반면에 한부모가구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

존수급가구가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규수급가구가 기존

수급가구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 특성인 농촌여부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기존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재정적 요인인 총자산의 경우 대체로 기존수급가구가 신규수급가구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칭 이전의 상태를 보면 실험집단인 수급자와 통제집단인 

비수급자 간에 총자산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산이 수급여부에 중요한 기준

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은 소비지출에도 향을 미치므로 성향점수 추정 시 반드시 통제할 필

요가 있다. 

2.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

<표 8>에는 2006년에 신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된 실험집단1과 그 통제집단Ⅰ의 

2005년과 2007년의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등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분석A: 06년 신규 수급가구에 대한 소득증대효과 이중차이 분석

* 즉, 이후에 근로소득 감소효과를 추정하면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강조한 것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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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년-2007년)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2005년
PSM추정치

2007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가구
소득

실험집단Ⅰ 1013 1461  448  1681  1446  -235  

통제집단Ⅰ 1012 1647  635  1549  1869  320  

집단 간 
차이

1 -186  -187  132  -423  -555  

t(유의확률) 0.01 (0.996) -0.76 (0.447) -1.01 (0.316) 0.42 (0.678) -1.17 (0.247) -1.51 (0.138)

먼저 노무현 정부를 보면 2006년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의 근로소득은 2005년에 746만원

이었으나, 2007년에는 785만원으로 39만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Ⅰ은 2005년에는 

704만원에서 2007년에는 1201만원으로 497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457만원으로 2006년 수급 이후 실험집단Ⅰ의 근로소득 감소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박 정부를 보면 2011년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은 수급 이후에 86만원이 감소하 는데, 이

에 반해 통제집단Ⅰ은 329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414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두 정부 간에 신규수급가구의 근로소득 감소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Ⅰ과 통제집단Ⅰ의 

사적이전소득은 2005년에는 각각 226만원과 197만원으로 30만원의 차이가 존재하 다. 그런데 수

급이후의 시점인 2007년에는 실험집단Ⅰ이 121만원으로 105만원이 감소했는데 비해, 통제집단Ⅰ

은 352만원으로 156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261만원으로 2006년 수

급 이후 실험집단Ⅰ의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Ⅰ은 수급 이후에 74만원이 감소하 는데, 통제집단Ⅰ은 12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

의 이중차이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의 감소효과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그 효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2005년에 1013만원에서, 

2007년에는 1461만원으로 448만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Ⅰ은 2005년에 1012만원에

서, 2007년에는 1647만원으로 635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중차이는 실험집단Ⅰ이 

비수급가구인 통제집단Ⅰ에 비해 187만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기서 두 정부 간에 다소 차이

점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Ⅰ은 수급 이후에 235만원이나 감소하 는데, 이에 

반해 통제집단Ⅰ은 320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555만원으로 매우 격차가 발생

하 다. 즉,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 간에 수급 

이후의 가처분소득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는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실험집단만을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어도 수급 이전에 비해 수급 이후에 가구소득

이 증가하 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급 이후에 오히려 가구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구소득의 감소는 소비지출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의 경우 내생성 문제로 인한 편의(bias)가 존재하

고,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Ⅱ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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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년-2007년)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2005년
PSM추정치

2007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근로소득

실험집단Ⅱ 301 324 23 409 446 37 

통제집단Ⅱ 326 672  346  454 821  367  

집단 간 차이 -25 -348  -323  -45 -375  -330  

t값(유의확률)
-0.66 

(0.510)

-5.96 

(0.000)

-7.57 

(0.000)

-0.75 

(0.452)

-4.09 

(0.000)

-5.06 

(0.000)

사적이전
소득

실험집단Ⅱ 100 125  26  192 201  9  

통제집단Ⅱ 348 460  112  512 512  0  

집단 간 차이 -249 -335  -86  -320 -311  9  

t값(유의확률)
-13.12 

(0.000)

-13.63 

(0.000)

-3.77 

(0.000)

-11.80 

(0.000)

-11.11 

(0.000)
0.35 (0.729)

가구소득

실험집단Ⅱ 844 1026  182  1234 1309  75  

통제집단Ⅱ 803 1266  463  1355 1617  262  

집단 간 차이 41 -241  -282  -122 -308  -186  

t값(유의확률) 1.04 (0.299)
-4.24 

(0.000)

-6.66 

(0.000)

-1.80 

(0.072)

-3.42 

(0.001)

-3.11 

(0.002)

<표 9> 분석B: 기존 수 가구에 한 소득․소비증 효과 매칭 이 차이 분석

먼저 근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323만원으로 

2005년 수급 이후 실험집단의 근로소득 감소가 신규수급가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보면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330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신규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두 정부 간에 근로소득 감소효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86만원으로 신규

수급가구에 비해서는 적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보면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5만원으로서 거

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수급요건 중의 중요한 조건인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수급자집단과 비

수급자집단 간의 사적이전소득의 차이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볼 수 있다. 즉, 통제집단인 비수

급가구에게는 사적이전소득이 매우 중요한 가구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소득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Ⅱ은 2005년에 844만원에서, 

2007년에는 1026만원으로 182만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Ⅱ은 2005년에 803만원에서, 

2007년에는 1266만원으로 463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중차이는 282만원으로 실험

집단Ⅱ이 비수급가구인 통제집단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Ⅱ은 

75만원이 증가하 는데, 이에 반해 통제집단Ⅱ은 262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186만원으로 매우 격차가 발생하 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줄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수급자가구인 실험집단과 수

급여부를 제외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수급자가구를 매칭시킨 통제집단을 구성하 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5년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41만원이 더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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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년-2007년)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2005년
PSM추정치

2007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가구소비

실험집단Ⅰ 1160 1473 313 1839 1459 -380 

통제집단Ⅰ 1213 1785  572  1654  2019  365  

집단 간 차이 -54 -313  -259  185  -560  -745  

t값(유의확률) -0.27 (0.788) -1.26 (0.213) -1.50 (0.139) 0.53 (0.596) -1.46 (0.153)
-3.03 

(0.004)

주관적
최저생활

비

실험집단Ⅰ 1065 1181  116  1371  1162  -209  

통제집단Ⅰ 1131 1374  244  1143  1582  439  

집단 간 차이 -65 -193  -128  228  -420  -648  

t값(유의확률) -0.35 (0.726) -0.95 (0.344) -0.92 (0.361) 1.03 (0.310) -1.42 (0.164)
-3.07 

(0.004)

욕구대비
소비수준

실험집단Ⅰ 126% 125% -1%p 146% 134% -12%p

통제집단Ⅰ 116% 143% 27%p 149% 136% -13%p

집단 간 차이 9%p -18%p -28%p -3%p -1%p 1%p

t값(유의확률) 0.47 (0.640) -1.13 (0.261) -1.14 (0.260) -0.13 (0.893) -0.08 (0.940) 0.05 (0.960)

2010년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149만원이 더 적었다. 또한 실험집단만을 놓고 보면 노무

현 정부의 경우 2년 간 182만원 증가하 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 75만원 증가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가 더 낫다

고 말하기 어렵다.

 3.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소비와 욕구 비 충족수 에 미치는 효과

<표 10> 분석A: 06년 신규 수 가구에 한 소비  욕구 비 효과 분석

먼저 가구소비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6년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의 가구소비는 

2005년에 116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1473만원으로 313만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

단Ⅰ은 2005년에는 1213만원에서 2007년에는 1785만원으로 572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

단 간의 이중차이는 259만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보면 2011년 신규수급가구인 실험집단Ⅰ

은 수급 이후에 380만원이나 감소하 는데, 이에 반해 통제집단Ⅰ은 365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745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 간에 가구소비 격차의 

변화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최저생활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Ⅰ과 통제집

단Ⅰ의 주관적 최저생활비는 2005년에 각각 1065만원과 1131만원으로 65만원의 차이가 존재하

다. 그런데 수급이후의 시점인 2007년에는 실험집단Ⅰ이 1181만원으로 116만원이 증가하 는데, 

통제집단Ⅰ은 1374만원으로 244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128만원이 된다. 그런

데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Ⅰ은 수급 이후에 209만원이 감소하 는데, 이에 반해 통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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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구분
노무현 정부(2005년-2007년) 이명박 정부(2010년-2012년)

2005년
PSM추정치

2007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가구소비

실험집단Ⅱ 781 1077 296 1266 1335 70 

통제집단Ⅱ 905 1342  437  1495 1803  308  

집단 간 차이 -125 -265  -140  -230 -468  -238  

t값(유의확률)
-3.15 

(0.002)

-3.78 

(0.000)

-2.55 

(0.011)

-3.21 

(0.001)

-4.93 

(0.000)

-3.45 

(0.001)

주관적
최저생활

비

실험집단Ⅱ 730 864  134 977 970 -7 

통제집단Ⅱ 854 1029  174 1125 1274  150  

집단 간 차이 -125 -165  -40 -148 -305  -157  

t값(유의확률)
-2.73 

(0.006)

-3.79 

(0.000)

-0.94 

(0.347)

-2.85 

(0.004)

-5.06 

(0.000)

-3.69 

(0.000)

욕구대비
소비수준

실험집단Ⅱ 110% 130% 20%p 131% 137% 6%p

통제집단Ⅱ 114% 137% 24%p 140% 147% 7%p

집단 간 차이 -4%p -8%p -4%p -9%p -10%p -1%p

t값(유의확률)
-1.30 

(0.192)

-1.27 

(0.203)

-0.64 

(0.521)

-2.11 

(0.035)

-2.12 

(0.034)

-0.22 

(0.825)

Ⅰ은 439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64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앞서 가구

소비의 격차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최저생활비도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서 수급 이후에 그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욕구대비 충족수준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2005년에 

126%에서, 2007년에는 125%로 1%p가 감소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Ⅰ은 2005년에 116%에서, 

2007년에는 143%로 27%p가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중차이는 28%p로서 실험집단Ⅰ이 

비수급가구인 통제집단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Ⅰ은 수급 이

후에 12%p가 감소하 는데, 통제집단Ⅰ은 13%p가 감소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비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수급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최

저생활비의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 11> 분석B: 기존 수 가구에 한 소비  욕구 비 효과 분석

먼저 가구소비를 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Ⅱ는 2005년에 781만원이었으나, 2007년에

는 1077만원으로 296만원이 증가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Ⅱ는 2005년에는 905만원에서 2007년

에는 1342만원으로 437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140만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보면 실험집단Ⅱ는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70만원이 증가하 는데, 이에 반해 통

제집단Ⅱ는 308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238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수급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기존수급자 집단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가구소비 격차가 노무현 정부

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더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구소비뿐만 아니라 주관적 최저생활비도 실험집단만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134만원이 증가하 는데,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7만원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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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구분
분석 A (실험집단Ⅰ) 분석 B (실험집단Ⅱ)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2010년
PSM추정치

2012년
PSM추정치

연도 간
차이

주관적
적정생활

비

실험집단 2084 1664 -420 1441 1386 -55

통제집단 1723 2116  393  1656 1826 170

집단간 차이 361 -453  -813  -215 -440 -226

t값(유의확률) 1.13 (0.265)
-1.19 

(0.241)

-2.68 

(0.010)

- 3 . 0 1 

(0.003)

- 5 . 2 5 

(0.000)

- 3 . 6 7 

(0.000)

적정수준
대비 
소비

실험집단 98% 91% -7%p 89% 96% 7%p

통제집단 99% 93% -5%p 94% 102% 8%p

집단간 차이 -1%p -3%p -2%p -5%p -6%p -1%p

t값(유의확률)
-0.04 

(0.967)

-0.34 

(0.734)

-0.11 

(0.910)

- 1 . 8 2 

(0.070)

- 1 . 8 6 

(0.064)

- 0 . 2 3 

(0.818)

다. 통제집단과 비교한 이중차이 결과도 노무현 정부는 40만원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157만원

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관적 최저생활비의 감소폭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욕구대비 충족수준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의 경우 실험집단Ⅱ는 2005년에 

110%에서, 2007년에는 130%로 20%p가 증가하 는데, 통제집단Ⅱ는 2005년에 114%에서 2007년

에는 137%로 24%p가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중차이는 4%p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명박 정부를 보면 2010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9%p 으며, 이것이 지속되어 2012

년에는 두 집단 간에 10%p의 격차가 존재하 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험집단의 주

관적 최저생활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대비 충족수준도 크게 증가하 는데,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관적 욕구수준이 감소하 지만 욕구대비 충족수준은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욕구수준을 해결하는 데에 

쓰이는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수급 이후에 감소하는 모

습을 보 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 수준의 욕구수준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아

래의 <표 12>는 적정생활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표 12> 분석 C: 이명박 정부 시기 정생활비 비 소비의 충족수

주관적 적정생활비를 보면 분석 A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2005년에 2084만원이었으나, 2007년에

는 1664만원으로 420만원이 감소하 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Ⅰ은 2005년에는 1723만원에서 2007

년에는 2116만원으로 393만원이 증가하 다.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는 813만원이다. 그리

고 분석 B를 보면 실험집단Ⅱ는 2010년에 비해 2012년에 55만원이 감소하 는데, 이에 반해 통제

집단Ⅱ는 170만원이 증가하여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가 226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수급자와 

기존수급자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관적 최저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수급 이후에 시간이 흐를

수록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 주관적 적정생활비는 최근에 추가된 변수이므로 이명박 정부에 한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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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적정 생활비(욕구)대비 소비수준을 살펴보자. 분석 A의 경우 실험집단Ⅰ은 2005년

에 98%에서, 2007년에는 91%로 7%p가 감소하 는데, 통제집단Ⅰ은 2005년에 99%에서 2007년에

는 93%로 5%p가 감소하 다. 따라서 두 집단의 이중차이는 2%p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분석 B

를 보면 2010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12%p 으나, 2012년에는 두 집단 간에 4%p

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감소는 적정 생활비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제5장 결론  정책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변화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두 정권 간에 정책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성에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수급가구와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갖는 비수급가구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

여 매칭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및 소비, 주관적 최저생계비, 주관적 욕구대

비 충족수준 등의 변화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의 감소효과가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그 효과의 정도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 거의 동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이전소득의 감소효과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규수급가구와 기

존수급가구에서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효과가 신규수급가

구에 일부 존재하지만 기존수급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구소득과 가구소비의 경우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 모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최저생활비도 신규수급가구와 기존수급가구 모두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의 격차가 더 커졌다. 더구나 기

존수급가구의 주관적 욕구수준이 이명박 정부에서 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가

구소비의 격차로 인해 욕구대비 충족수준도 비수급가구에 비해 10%p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사각지

대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근로능력판정 강화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 지만 실질적으로 수

급자의 근로소득 감소효과를 완화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감소효과가 노무현 정

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 완화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부양의무

자의 존재 및 부양능력 여부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격차가 최근에는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치는 소비

지출도 노무현 정부에 비해 악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사각지

대 감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수급요건을 

완화한 것이 동 제도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자활사업에 투입한 예산의 증감
률이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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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빈곤감소와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도 시행 초기에 정부는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통해 다수의 빈곤층을 공공부

조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급여수준을 현저히 낮추어 지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는 재정통제 기제를 방어기제로 사용해왔다(박능후, 2013: 197). 이후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이승호․구인회, 2010: 30).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적이전소득의 감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회피로 인

한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를 우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

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간에 가구소비 격차가 더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수

급자들의 주관적 욕구수준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주관적 욕구의 감소는 수급탈피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의 불평등 완화 및 수급자들의 욕구 증진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현 정부의 개정안은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빈곤실태조사로의 대체, 최저생계비 및 급여기준 결정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장(長)의 

재량권 강화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 개정안

대로 시행된다면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

상의 편의에 의해 재량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 정부가 보건복지부 및 기초생활

보장부문의 예산을 크게 증가시켜 현재 직면한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

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의 현 정부도 경제성장과 재

정안정성에 치중하여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에 발표된 2014

년 세법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보건복지부 세출

예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을 통해 얻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감소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근로소득 

감소효과의 원인이 (기존)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취업률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박상현, 2009: 

84), 이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수급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서 상용직 취업이 어

렵거나 자활사업의 근로소득이 비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얻는 임금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제나 근로장려세제 

등)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보장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는 부정수급자 문제나 근로소득 감소효과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동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갖는 의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보다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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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동태  변화

The dynamics of Sub-Standard Housings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1차년도(2005), 4차년도(2008), 7차년도(2011)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

달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확인하 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감소추세이나, 감소의 폭이 줄어들

고 있으며, 방수기준미달가구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 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장애인일 경우와  

학력이 고등학교 미만인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가 많았다. 아동가구와 서울지역가구

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았고, 이들 가구의 경우 감소가 정체된 듯 보 다. 소득빈

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상관관계는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 따라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

며, 가족갈등대처방법의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의 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소득위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절대

빈곤하면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적 개입과 동시에 보편적인 주거복지정책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임대정책의 변화와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 다.

제1  서론

주거는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며,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간은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주거는 인간의 안녕(well-being) 혹은 복지수

준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헌법 제 35조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

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규약)은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

중 하나로 주거권을 제시하고, 주거권의 내용에 시설 등의 가용성, 거주 적합성을 포함시키고 있

다(홍인옥‧이호‧김윤이‧남원석, 2006; 김용창‧최은 , 2013). 요컨대 인간은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의무가 있음이 인

정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03년 7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 다(김 태, 2004)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율 향

- 349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주택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본투자대상 혹은 상품으로 간

주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주택은 본래적으로 자본투자대상 혹은 상품이자 노동력재생

산의 핵심자원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투자대상 혹은 상품으로만 보게 

되면 일부계층의 경우 열악한 주거상황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한다(김용창‧최은 , 2013), 주택

은 단위 묶음이 크고 가분성(divisibility)을 갖지 못하여, 경제사정에 따라 필요한 공간만큼 분리

하여 구매하기 어렵고 구매에 몫돈이 필요하며(심 , 2003), 인간유기체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필

수재로 수요자는 주택가격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을 점유해야 하고, 지역간 

국가간 주택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과 공급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서종균․ 김수현, 

1996; 임세희 2010). 주택에 관한 정보는 거주이전에 모두 알기에는 불완전하고, 지역사회의 향 

즉 외부효과를 받기 쉽다는 점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쉽다(임세희 2010). 이런 이유로 주거가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맞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개인과 가족의 부정적인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김민희, 2009; 임세희‧이봉주, 2009; 임세희, 2010).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이하 주

거기준미달가구)를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기준미달가구는 매

년 감소하여 2010년 전체가구의 10.6%이던 주거기준미달가구가 2012년에는 7.2%로 감소하고 있

다(국토교통부, 2012).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도 주거기준미달주거가 감소하는 것은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개개발을 통한 신축주택의 건립, 가구원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선 , 2012; 김용창‧최은 , 2013; 진미윤, 2013). 

그러나 과연 주거기준미달가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없는가에 대해서

는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재개발과 신축주택 건립을 통한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감소는 주거비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수도권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부담비율(RIR)이 19.9이

던 것이 2012년도에는 23.3으로 증가(국토교통부, 2012)한 것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둘째,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자력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꾸준히 상승하여 수도권 

기준으로 2006년 5.7이던 것이 2012년에는 6.7로 상승하 으며(국토교통부, 2012), 2013년 서울의 

PIR은 9.4로 도교, 뉴욕보다도 높으며(헤럴드경제, 2013. 9. 10), 서울의 2억미만의 전세아파트는 

2013년 초에 비해 2013년 10월 2만채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3. 10. 

31). 실제로 서울시 주거기준미달가구의 1995년부터 20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김용창‧최은

(2013)은 2005년이후 서울의 주거기준미달가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개별가구의 독자적

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가구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셋째,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다가구 

주택, 준주택, 비주택 등에 대한 통계 부분은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있다(진미윤‧ 김종림, 2012, 

p228). 물론 주거실태조사는 다가구주택, 준주택 혹은 기타거처로 표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신주택보급율은 101.9%로 주택의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박신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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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데이터로 공개되지 않고 기초통계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다가구 주택, 준주택, 비주택 

거주자의 표본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최저기준미달주거가구가 정부 

통계보다 많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인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의 

규모가 2006년 5,946명에 비해 2010년 8.055명으로 증가하 다는 임세희‧서종녀‧김종대(2010)의 

연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넷째,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구체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구체성의 경우 특히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주거기준미달가구

수 파악에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즉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거기준미달가구수는 가구원수별 방수

와 면적기준과 시설기준만을 적용한 것이다. 또 면적기준등에 있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거사정이나 경제수준을 감안하 을 때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배순석, 

2010)*. 다섯째,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계층의 경우 누적적으로 빈곤

을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상황을 개선할 전망조차 없다는 점에서 가족갈등의 증가, 건강한 발달의 

저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계층의 경우 주거빈곤 이외에 소득빈곤, 고용빈곤 등 다

른 빈곤을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개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요컨대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연구

가 과거와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저주거기준의 필요성,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

모와 특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홍인옥 외, 2006; 김혜승‧김태환, 2008)가 확대

되어,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의 변화(여유진 외, 2009; 오지현, 2010; 박신 , 2012)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차이(이선우, 2010), 지역별‧연도별 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의 차이(이성재, 2007; 김현중․강동우‧이성우, 2010; 김용창‧최은 , 2013), 도시중심의 최저주

거기준이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지에 대한 연구(윤희정‧김태현‧신상현, 2009; 윤희정, 2011), 최저주

거기준미달거주가 소득빈곤과 달리 개인에게 독립적인 향력이 있는지(이봉주․임세희, 2008; 김

민희, 2009; 임세희․이봉주, 2009; 임세희, 2010; 신다은, 2012), 혹은 소득빈곤을 통제하지는 않았

지만 개인과 가족에게 향을 미치는지(임재현, 2011) 등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

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최저주거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모두 살리

지 못하거나(여유진 외, 2009; 오지현, 2010), 지역적으로 제한된 분석이거나(이성재, 2007; 윤희정 

외, 2009; 김현중 외, 2010; 김용창‧최은 , 2013), 동태적인 변화까지는 분석하지 못하거나(이선

우, 2010; 김민희, 2009; 임재현, 2011; 신다은, 2012), 소득빈곤과의 관계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인

구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거나(박신 , 2012), 아동가구에 한정된 분석이거나(이봉주․임세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 임세희, 2010)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는 이들의 연구문제가 가지

는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한편으로는 최저주거기준이 기존의 데이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평균신장의 증가와 아파트‧다세대 
주택 중 하위 3%의 면적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 으며, 특히 3인 가구의 면적기준(방+거실+부엌+화장실+현관)이 29㎡

(8.8평)에서 36㎡(10.9평)로 가장 많이 늘었다(박신 , 2012). 그러나 최초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은 아파트 등 하위 
5%에 해당하는 면적을 고려하 던 것(김 태, 2004)을 고려하면 이는 보수적인 증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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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노력과 약간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점, 주거정보와 더불어 인구학적 정

보,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 조사되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거정보와 함께 상세한 인구학적 정보, 

소득정보 나아가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전국단위의 정보까지 있으며, 누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2005년(1차년도), 2008년(4차년도), 2011년(7차년도)의 주거기준미

달가구의 규모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차이, 소득빈곤과의 관계, 나아

가 이들 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거기준미달

가구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  이론  배경

1. 주거와 최 주거기 의 의미

주거의 의미, 특히 어떤 주거의 구조적 특성이 개별 인간과 가족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거주하

는 사람의 의도와 목표에 적합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적합성(Affordances)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Gibson, 1986), 적합성은 객체(objects)의 속성으로 특정 개인과의 관계에서 구

체화된다(Chemero, 2003). 방문은 열고 지나가기에 적합해야 하며, 방은 잠자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의 의미는 개인의 성별, 발달단계, 가족구조 혹은 신체적 장애여부에 따라 

다르며, 주거는 개인과 가구의 의도와 목적에 적합하여 인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임세희, 2010). 

 그런데 적절한 주거란 과연 어떤 주거인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 주거는 과연 어떤 주거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주거’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가구원의 성별과 연령을 고

려했을 때 필요한 방수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위생적인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단독 화

장실, 목욕실 등이 없는 주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적절한 채광, 환기, 난방, 방음 등이 불

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unfit dwelling unit)'로 규정하고 있다(임세희, 2010). 

우리나라는 2003년에 주택법에 ‘적절한 주거’의 최저 기준을 구체화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명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주택법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제 1항은 국

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

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

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5조의3(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

구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주택 건설 인‧허가시 사업내용이 최저주거기준 미달할 경우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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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표 1>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용도별 방의 개수와 최소주거면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평

(방+거실+부엌+화장실+현관)

1 1인 가구 1 K 14/4,2

2 부부 1 DK 26/7.9

3 부부+자녀1 2 DK 36/10.9

4 부부+자녀2 3 DK 43/13.0

5 부부+자녀3 3 DK 46/13.9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16.7

주 1) 표준가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

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

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이다.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한다. 

    3)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의 기준을 따른다.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

 2) 전용입식부엌

 3) 전용수세식화장실 

 4) 전용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

3.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1) 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를 취할 것과 임대주택건설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대에나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산업자본주의 초기 즉 

19세기 초반 혹은 1920년대에 최저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서구(김용창‧최은 , 

2013)에 비해 도입이 늦었으나, 최저주거의 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5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고 제2011-490호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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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국가의 주거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가구구성에 따른 

방의 개수 등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일정 부분 반 하고, 2003년 법 제정당시보다 면적기준과 

설비, 구조‧ 성능 기준이 다소 강화되는 등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술하게 될 외국의 최저주거기

준에 비해,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주거상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의 주거기준이며, 주택

의 구조, 성능 및 환경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임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도 최저주거기준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 어떠한 제재력 혹은 집행

력도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외국의 최저주거기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외국의 최 주거기

먼저 국의 경우 1918년 ‘주택기준 권고안’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의 규모 및 면적, 방의 종류, 

설비 수준 등 현대 주거기준의 기초를 마련하기 시작하 다. 1954년 제정된 주택보수‧임대법

(Housing Repairs and Rents Act)은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개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부적격 

주택으로 간주하 으며, 1985년에 주택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2000년에는 모든 사회

주택이 따뜻하고 방한과 방염이 되며, 현대적 시설을 갖추도록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도입하 으며, 2002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하 다. 2004년에는 

주거위생 및 안전 평가체제(HHSRS: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을 도입하 다. 

구조‧성능, 환경기준의 경우 냉난방이 되는 수도시설을 갖춘 격리된 화장실과 목욕실, 냉난방이 

되는 요리가 가능한 부엌으로 수세 싱크대를 갖추고 네 가지 이상의 부엌 설비를 구비할 수 있

는 면적이 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실내에 세면시설과 같은 층에 위치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에

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환기시설을 구비하고, 효과적인 단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지질

학적 조건(습기, 곰팡이, 난방 등)과 비세균성 오염(석면, 일산화탄소, 납,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어야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택의 상

태가 부적절한 주택이라고 판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법

적 구속력이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에 위배되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을 때에는 퇴거 또는 철거명령, 강제 수용 등의 처벌조치가 내려진다(홍인옥 외, 2006; VCOSS, 

2009; 배순식, 2010; 윤희정, 2011; 김용창‧최은 , 2013). 

미국은 180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법과 연방주택법에 불량주택 기준, 채광 및 환기기준, 건

축자재 기준을 명시화한 것을 시작으로 1949년 주택법에서 ‘모든 미국 가정에 알맞은 집과 거주

환경’이라는 개념이 선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주택규정(housing code)을 수립하여 주택

의 위생 및 안전, 난방과 환기상태와 과  여부등을 판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거실+식당+방만

으로 구성된 면적을 제시하여 화상실과 현관까지 면적에 포함하는 우리와 다르다. 구조‧성능, 환

경기준의 경우 화장실, 욕조 혹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부엌과 침실, 부엌과 화장실은 분리되고, 

지하실의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 되며, 부엌은 수납공간, 음식물 보관시설, 불침투성의 싱크대를 

갖추고, 온수의 온도는 41-49도를 유지해야 하고, 거실과 방은 바닥면적의 1/12 혹은 0.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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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문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거실과 방의 창문은 1/2이상이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침실의 창은 

채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 있어야 하며, 환기장치는 1시간에 2회 이상 작동하며, 화장실, 목욕탕, 

세탁실 등에서는 시간당 5회 이상 공기를 정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

준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 모두에 적용되며, 최저주거기준 여부를 

알기 위해 주택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시에 문서통고, 주택 보수와 철거, 입주자의 퇴거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바우처와 같은 주거보조금을 받는 대상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 

UPCS(Uniform Physical Condition Standard) 검사에 합격해야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 대상주택으

로 유지될 수 있다. 즉 주거바우처 프로그램 수혜자가 거주할 주택이 거주에 적합한 최저수준을 

만족하는지, 화장실, 취사시설, 상하수도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 는지, 대지와 근린지역이 적

합한지, 화재발생 방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홍인옥 외, 2006; 천현숙, 2010; 배순식, 

2010; 윤희정 2011; 김용창‧최은 , 2013).  

일본의 경우 1976년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 ‘최저거주수준’과 ‘평균거주수준’의 두 주거기준

을 제시한 이후 ‘평균거주수준’은 ‘유도거주수준(도시형, 일반형)’으로 발전하 다. 최저거주수준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의 수준이지 권장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최저거주수준과 유도거주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의 경우 각 거주실의 구성 및 규모는 개인의 프라이버

시, 가정의 화목, 손님 접대, 여가활동 등을 배려하여 적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전용부엌 이외의 

가사공간, 수세식화장실, 세면실 및 목욕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조‧성능, 

환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의 부엌, 화장실, 세면대, 욕실을 확보한 거주실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공용복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세대구성에 알맞은 수납공간을 확

보하고 내진성, 방화성, 방범성, 내구성, 단열, 채광, 방음, 실내공기환경, 고령자등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자연에너지 활용 등 환경성능을 일정수준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주택건설5개년계

획을 통해 최저거주수준과 유도거주수준 미달가구수를 추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미달가구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기

를 지나면서 주택정책 목표가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주거환경 여건 파악과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홍인옥 외, 2006; 배순식, 2010; 윤희정, 2011; 진미윤‧ 김

종림, 2012).  

3. 최 주거기 미달가구 련 연구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규모에 관한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주거기준미달

가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주거기준미달거주의 향에 대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횡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하

위기준별 규모를 파악한 김혜승‧김태환(2008)의 연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전주시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를 확인한 이성재(2007)의 연구와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장애인가구와 비

장애인 가구의 주거기준미달가구를 비교한 이선우(2010)의 연구가 있다. 이성재(2007)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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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한 규모파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주시로 한정된 연구 다. 김혜승‧김태

환(2008)의 연구는 전국단위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거면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 움막, 기타 거주에 거주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또한 구조‧성능 환경기

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선우(2010)의 연구는 현재의 추상적인 구조‧성능 

환경기준에 대한 응답자의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주관적 응답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주거기

준미달가구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종단적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인용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는데, 배순석(2010), 김현중 외(2010), 진미윤(2013), 김용창‧최은 (2013)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는 전국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 으나, 인구주택총조사가 소득, 자산 등 경제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거나(배순석, 2010), 주거

기준미달 가구와 점유 유형 등의 관계는 밝혔으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만 적용하거나(진미윤 

2013), 구조‧성능,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주거실태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주거

기준미달가구의 전체 규모에 대한 엄 한 파악과는 거리가 있다. 김현중 외(2010)의 연구는 주거

기준미달가구의 규모 변화 이외에 소득, 자산은 아니지만 교육수준 등을 활용하여 주거기준미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나, 연구대상이 농촌지

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김용창‧최은 (2013)은 서울시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를 전국과 비교

한 체계적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나, 지하옥상가구를 주거기준미달가구와 구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지하가구의 경우 구조‧성능‧환경면에서 주거기준미달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박선 (2012)는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와 복지패널조사를 모두 활용하여 주거기준미

달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주거비과부담가구도 함께 살핌으로써 주거기준미달가구와 주

거비부담이 과도한 중복 주거빈곤가구에게 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들 가구가 이런 주거빈곤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노출되었는지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변

화를 분석한 오지현(2010)의 연구는 방수 기준에 적용되어야 하는 가구원간의 관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구원수별 방수기준을 적용하 다는 점을 한계로 말하고 있다. 

홍인옥 외(2006)은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기준 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 주거생활 실태, 경

제 및 생활실태를 주거기준미달가구 20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기준미달 가구의 특성에 대한 최초의 심층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표성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용창‧최은 (2013)은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원 수 등이 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준미달가구, 지하옥상가구, 기타거처 가구

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개념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기준미달주거 거주가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이봉주‧임세희(2008), 김민희(2009), 

임세희‧이봉주(2009), 임세희(2010), 신다은(2012)의 연구는 소득빈곤과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기준미달주거의 독립적인 향을 확인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으나, 분석대상을 부가조사 연령대의 아동(초등학교 4,5,6학년)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거나, 동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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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까지는 연구하지 못하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요컨대 그간의 최저기준미달주거가구에 대한 연구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부족과 최저주거기

준의 구체성 결여 또는 데이터 적용의 한계로 인해 엄 하고 포괄적인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인

구학적 특성과 소득빈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문제상황에 대한 연구가 제

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정보, 소득정보, 인구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구의 물

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관계만족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전국단위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

다. 

제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 1차년도, 4차년도,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

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농어가 또는 읍면 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원의 인구학적 정보, 가구소득, 가족원간의 관계 등 가구 특성 뿐

만 아니라 주택유형 및 주거위치, 주택의 설비, 방수 등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연도별로 수집하고 있어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2. 변수의 측정

1)최저기준미달주거  

본 연구는 2011년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 다. 먼저 

‘ 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

고 있다’.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

해로부터 안전하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로 규정되고 조사된 구조․성능․환경기준은 모호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응

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상이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자칫 최저기준미달주

거를 과대 추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유형과 주거위치상,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주거에 사는 경우를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주거로 판단하 다. 이러한 주택유형에

는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가이주단지 포함)이 있을 것이다. 

이들 주택은 구건물이 아니며,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판자와 비닐, 부직포 등으로 이루어져 내

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위치상 지하층과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경

우도 구조, 성능, 환경기준 미달 주거로 판단한다. 지하층과 반지하층은 채광과 습기의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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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창문이 땅에 가깝기 때문에 창문을 아예 닫아놓고 생활하여 환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홍인옥, 2002; 홍인옥 외, 2006; 이헌석‧ 여경수, 2011). 

다음으로 시설기준은 단독사용 상하수도, 단독사용입식 부엌, 단독사용 수세식 화장실, 단독사

용(온수시설있음, 온수시설없음)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필수설비를 갖

춘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어느 하나의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한 가구를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거로 분류한다.   

침실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 및 가구구성별(부부, 자녀성별, 나이 등)로 필요한 침실수가 있

다. 세부적으로 부부침실 확보,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침실분리, 만 8세 이상 이성자녀는 상

호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은 직계 가족 중

심의 표준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실세계의 다양한 가구유형을 모두 고려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부모와 손자들로만 구성된 가구, 삼촌, 조카와 사는 가구 등 현실세계의 가구는 제시된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고시된 최저주거기준의 침실과 면적기준을 김혜승․김태환

(2008)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한다. 수정된 침실 분리 원칙은 부부 침실확보와 이성간 분리를 침

실분리의 가장 큰 원칙으로 한다.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상호 분리 원칙을 모든 가구원에 적

용한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성인 보호자와 동일한 침실에서 거주할 수 있

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만 6세 미만 유아를 제외한 침실 당 거주인원을 2인으로 제한한다. 김혜

승․김태환(2008)에 따르면 면적기준산정근거는 침실을 주침실, 1인침실, 2인침실로 구분하고 있

는데 이는 침실당 최대거주인원수가 2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 국의 경우에는 방당 최

대 수용인원수는 2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홍인옥 외, 2006)는 점에서 방당 거주인원

의 제한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임세희, 2010). 

면적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7인 이상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가구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5인 가구와 6인가구의 차이인 9㎡을 증가시켰다. 최종적으로 

구조‧성능‧환경기준, 설비기준, 방수기준, 면적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미달주거

로 판단하 다. 

2) 주요 분석 변수

(1) 여성가구주여부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하 다. 복지패널의 가구주는 해당 가구를 실질

적으로 대표하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대주 혹은 호주와는 다른 개념이며 가구주

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구의 생계를 함께 꾸리고 있다면 소득의 많고 적

음에 상관없이 남자를 가구주로 하 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는 점

에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남성 가구원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아동가구여부

가구원 중 측정년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의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아동가구로 구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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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가구주가구여부

가구주의 나이가 측정년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가구로 하 다. 

(4) 장애인가구주가구여부

가구주가 등록장애인 혹은 비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 비장애인가구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

인 가구로 구분하 다.

(5) 고등학교미만의학력가구주여부 

가구주의 학력이 재학(휴학), 중퇴(수료), 졸업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수준 변수를 활

용하여 측정하 다. 가구주의 평균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임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과 

고등학교미만(중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구분하 다.   

(6) 서울지역여부

거주지역을 서울과 비서울지역으로 구분하 다. 비서울지역에는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이 

포함된다. 이는 서울지역은 비닐하우스, 지하주거와 같은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주거가 많다

는 것, 서울지역의 주거비 상승이 다른 지역의 주거비 상승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7) 소득빈곤가구 여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각 년도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얻는 경우 절대빈곤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차차상위까지는 차상위가구로 그 이상의 소득인 경우 비빈곤가구로 정의하 다. 

(8) 물질적 박탈경험

다음의 9개 변수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끼니를 거른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

화, 수도가 끊긴 경험’,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

한 경험’,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

부’에서 해당 경험이 있으면 1, 해당경험이 없거나 비해당이면 0으로 코딩하여 총 합계를 사용하

다. 3차년도 이후 식료품과 관련된 물질적 박탈 경험이 양복지의 5개 문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위의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경험’으로 확대 되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제

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자주 그렇다’. ‘그렇다’라는 응답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식료품 박탈경

험이 있는 1로 코딩하고 나머지 물질적 박탈경험과 합산하 다. 값이 클수록 물질적 박탈 경험이 

많은 것이다.  

(9) 가족갈등대처방법

가족갈등대처방법에 대해 한국복지패널은 5개 문항 ‘가족원간 의견충돌이 잦은 경우’, ‘가족원

간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가족원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가족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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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서로 비난하는 경우’, ‘가족원가 가끔 때리는 경우’로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

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 중 가족원

간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는 나머지 문항과 달리 바람직한 가족갈등 대처방법으로 보고 

역코딩하여 합산하 으며, 비해당의 경우 결측처리하 다. 값이 클수록 가족갈등대처방법이 부정

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의 동태적 변화와 더불어 인구학적 속성 및 소득빈곤 등의 

가구 특성, 물질적 박탈경험, 가족갈등 대처방법과의 관계를 기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기본

적으로 기술분석을 사용하 다. 부분적으로 주거기준미달여부와 빈곤여부간의 상관을 검정하기 

위해 카이자승 검정을 실시하 고, 두 명목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00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모든 형태의 교차분석표에 적용할 수 있는 Cramer'V로 분석하 다(최성재, 2005). 그리

고 최저기준미달주거여부에 따라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 다. 저소득층 과대표집을 보정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년도 표준가중치를 부여한 후 분석하 다.  

제4  연구결과 

1.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도별 변화

먼저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05년 전체 가구의 23%이

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는 2008년 18.2%로 줄어든 후 2011년에는 15.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화장실‧목욕실 등의 필수설비미달가구의 규모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 2005년 

9.0%에서 2011년 4.6%로 약 반 정도 줄어들었다. 또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가구도 2005년 5.0%

에서 2008년 5.2%로 다소 증가하 다가 2011년 3.6%로 감소하 다. 방수기준미달가구는 2005년 

11.6%에서 2008년 8.4%로 감소하 다가 2011년 8.9%로 다소 증가하 다. 면적기준미달주거는 각 

년도에 걸쳐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이 너무 낮

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하위기준의 미달가구의 변화에 비해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변화의 규모가 다소 큰데, 이는 중복미달가구가 감소한 덕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16.6%이던 주거기준미달가구가 2008년에는 12.7%, 2010년에는 10.6%로 

줄어들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박신 , 2012; 진미윤, 2013), 2000년 28.7%에서 2005년 16.1%, 

2010년 11.8%의 주거기준미달가구를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통해 확인한 김용창‧ 최은

(2013)기준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주거면적에 대한 정보를 알 

* 2005년의 중복미달가구는 2.6%, 2008년 중복미달가구는 1.6%, 2011년 중복미달가구는 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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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비닐하우스, 움막, 기타 거주에 거주하는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또한 구조‧성능 환

경기준은 활용하지 않았으며, 김용창‧ 최은 (2013) 역시 구조‧성능 환경기준은 분석에서 활용하

지 않고 지하가구이거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기타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를 따로 제시하고 있

다. 김용창‧ 최은 (2013)의 분석에 다르면 지하옥상거주자, 기타거처 거주자는 2005년 전체가구

의 4.4%, 2010년 전체가구의 4.0%이다. 지하옥상거주와 기타거처 거주를 합하면 최종주거기준미

달가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연구에서 주거기준미달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

은 감소의 폭이 될 것이다. 2005년과 2008년 3년 사이에 약 5%p 줄어들었으나 다시 3년뒤인 

2011년에는 2.3%p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김용창‧ 최은 (2013)

의 연구에서도 드러나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12.6%p 줄어들었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

가 2005년에서 2010년에는 4.3%p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하위기준미달주거의 감소를 살

펴보면 본 연구의 경우 화장실 등 필수설비미달가구의 규모는 감소하는 반면에 방수기준미달가

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건축기술과 생활문화의 변화로 기존 주택의 개보수로 가능한 

수세식단독화장실, 전용입식부엌으로의 변화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사 혹은 신규주택 입주로 해결

이 되는 방수의 증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기준미달주거의 규모 감소가 과거와 

달리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정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는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가구주의 특성과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1차년도) 2008년(4차년도) 2011년(7차년도)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0 5.2 3.6

설비기준미달 9.0 6.2 4.6

방수기준미달 11.6 8.4 8.9

면적기준미달 0.1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3.0 18.2 15.9

주 1) 1차년도의 전체 n은 7072이다.

   2) 4차년도의 전체 n은 6207이다.

   3) 7차년도의 전체 n은 5732이다. 

2. 가구주의 인구학  특성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변화 

1) 여성가구주가구 

먼저 가구주의 성별을 중심으로, 여성가구주가구여부에 따라 주거기준미달가구에 차이가 있는

지 <표 3>과 같이 분석하 다. 각 년도에 걸쳐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주거기준

* 본 연구는 옥탑거주가 과연 구조‧성능‧환경미달거주인가에 대한 이론적 확신을 지하주거에 비해 얻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는 점에서 김용창 ‧ 최은 (2013)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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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인 경우가 많았다. 2011년의 경우 여성가구주가구의 20.7%가 주거기준미달인 반면에 남성가

구주가구의 경우는 14.5% 다. 하위기준별로 보면 방수미달기준에는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가구

주가구간에 차이가 적으나, 구조‧환경‧성능미달가구와 설비기준미달 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가구

가 각각 6.4%와 8.0%로 남성가구의 2.9%와 3.7%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가구주가구의 기준미달가

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김용창‧최은 (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농촌지역 고령자

로 한정하면 성별은 최저기준미달주거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김현중(2010)의 연구를 

생각한다면, 본 연구의 기준미달주거에 사는 여성가구주가구의 경우 고령의 농촌지역 여성가구주

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3>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여성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10.0 8.4 6.4

설비기준미달 17.5 12.1 8.0

방수기준미달 10.9 8.2 8.8

면적기준미달 0.0 0.0 0.0

최저주거기준미달 33.6 26.7 20.7

남성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3.9 4.3 2.9

설비기준미달 7.1 4.7 3.7

방수기준미달 11.7 8.5 9.0

면적기준미달 0.2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0.6 15.9 14.5   

주 1) 1차년도의 여성가구주가구의 n은 1278, 남성가구주가구의 n은 5794이다.

   2) 4차년도의 여성가구주가구의 n은 1296, 남성가구주가구의 n은 4911이다.

   3) 7차년도의 여성가구주가구의 n은 1232, 남성가구주가구의 n은 4500이다. 

2) 아동가구

가구에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아동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에 주거기준미달여부에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분석결과 아동가구는 비아동가구에 비해 각 년도에 주

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가 높으나, 주로 방수기준미달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비아동가구

는 설비기준미달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 으나, 아동가구의 경우 방수기준미달이 가장 높은 비중

을 보 다. 특히 아동가구의 방수기준미달은 2005년 22.5%에서 2008년 17.0%로 줄어들었으나, 

2011년에는 오히려 17.9%로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주거기준미달가구가 2008년 20.6%에서 2011년 

20.4%로 감소하는데 그쳐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기준미달가구가 줄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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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아동가구여부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아동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4.4 4.3 3.0

설비기준미달 4.0 2.2 1.8

방수기준미달 22.5 17.0 17.9

면적기준미달 0.1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7.3 20.6 20.4

비아동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5 5.8 4.2

설비기준미달 12.8 9.2 7.1

방수기준미달 3.2 2.0 1.2

면적기준미달 0.1 0.1 0.1

최저주거기준미달 19.7 16.3 12.0

주 1) 1차년도의 아동가구의 n은 3070, 비아동가구의 n은 4002이다. 

   2) 4차년도의 아동가구의 n은 2653, 비아동가구의 n은 3354이다.

   3) 7차년도의 아동가구의 n은 2639, 비아동가구의 n은 3093이다.  

3) 노인가구주가구

  가구주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표 5>와 같이 비교하 다. 분석

결과 모든 연도에 노인가구주가구가 비노인가구주가구에 비해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았

다.

<표  5> 노인가구주여부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노인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1 5.0 3.3

설비기준미달 21.2 18.0 14.0

방수기준미달 2.4 1.3 1.6

면적기준미달 0.0 0.1 0.1

최저주거기준미달 26.7 23.0 18.1

비노인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0 5.2 3.7

설비기준미달 6.1 3.9 3.1

방수기준미달 13.8 9.8 10.1

면적기준미달 0.2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2.1 17.2 15.5

주 1) 1차년도의 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1353, 비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5719이다.    

   2) 4차년도의 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1010, 비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5197이다.   

   3) 7차년도의 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791, 비노인가구주가구의 n은 4941이다.   

특히 화장실‧목욕실‧입식부엌과 같은 설비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2011년 14.0%로 비노인가구

의 3.1%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반면에 방수기준미달가구의 경우 비노인가구주가구가 10.1%로 

노인가구주가구의 1.6%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용창‧최은 (2013)도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최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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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미달여부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는데, 전국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지

면 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나,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증과 장년층의 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장애인가구주가구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주거기준미달가구에 차이가 있는지는 <표 6>과 같았다. 모든 연도

에 걸쳐 장애인가구주가구의 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과 

설비기준미달의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주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상황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상황이 더 열

악하다는 이선우(201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기능상의 이유로 필수설비

가 잘 갖추어진 주거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방한과 방습이 안 되는 경우 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가구주가구의 주거상황이 얼마나 열

악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6>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장애인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0 6.7 5.3

설비기준미달 15.1 10.7 7.4

방수기준미달 10.9 7.5 7.8

면적기준미달 0.3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7.6 22.8 18.9

비장애인가구주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5.0 5.0 3.4

설비기준미달 8.4 5.7 4.3

방수기준미달 11.6 8.5 9.1

면적기준미달 0.1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2.6 17.7 15.5

주 1) 1차년도의 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576, 비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6496이다. 

   2) 4차년도의 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620, 비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6496이다. 

   3) 7차년도의 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606, 비장애인가구주가구의 n은 5126이다. 

5) 고등학교미만의학력가구주가구 

가구주의 학력을 고등학교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었을 때 주거기준미달가구와의 관계는 <표 7>

과 같다. 각 년도에 걸쳐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 경우보다 주거기

준미달가구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전국기준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김용창‧최은 (2013)의 연구와 농어촌 고령자의 경우에도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기준미달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김현중(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런데 하위기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미만가구주의 경우 특히 설비기준미달인 경우가 높았다. 반면에 방수기준미달인 경우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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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인 경우가 더 많았다.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 미만인 경우 노인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고등학교미만의학력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7.0 6.4 5.2

설비기준미달 19.1 13.8 9.9

방수기준미달 9.0 6.4 6.3

면적기준미달 0.1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31.3 24.4 19.7

고등학교이상의학력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4.1 4.6 2.9

설비기준미달 4.3 2.5 2.3

방수기준미달 12.8 9.4 10.1

면적기준미달 0.2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19.1 15.2 14.1

주 1) 1차년도의 고등학교미만학력가구주가구의 n은 2233 고등학교이상학력가구주가구가구의 n은 4839이다. 

   2) 4차년도의 고등학교미만학력가구주가구의 n은 2024, 고등학교이상학력가구주가구의 n은 4183이다. 

   3) 7차년도의 고등학교미만학력가구주가구의 n은 1762, 고등학교이상학력가구주가구의 n은 3970이다. 

(6) 서울지역여부

주거는 지역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최저기준미달주거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 서울지역 여부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서울지역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12.1 12.9 10.9

설비기준미달 4.2 2.5 2.4

방수기준미달 10.8 8.4 9.8

면적기준미달 0.3 0.0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3.0 20.5 20.3

비서울지역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3.1 3.2 1.7

설비기준미달 10.3 7.2 5.2

방수기준미달 11.8 8.4 8.7

면적기준미달 0.1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23.0 17.6 14.7

주 1) 1차년도의 서울지역가구의 n은 1528, 비서울지역가구의 n은 5544이다. 

   2) 4차년도의 서울지역가구의 n은 1295, 비서울지역가구의 n은 4912이다. 

   3) 7차년도의 서울지역가구의 n은 1191, 비서울지역가구의 n은 4541이다.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연간 변화는 <표 8>과 같았다. 

2005년에는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은 각각 23.0%로 차이가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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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1년에는 서울지역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비서울지역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김용창‧최은 (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김용창‧최은

(2013)은 서울과 비서울이 아닌 서울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결과를 비교하 는데, 2005년까지

는 서울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15.5%로 전국의 16.1%보다 다소 낮았으나, 2010년에는 서

울이 14.4%로 전국의 11.8%보다 높게 역전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2010년에 가까워지면서 서울지역은 비서울지역에 비해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오

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하위기준별로 살펴보면, 비서울지역의 경우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이 본래 서울지역보다 낮았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3.1%->1.7%)을 보이고 있

으나, 서울지역의 경우 10%를 넘는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가구의 감소가 12.1%에서 10.9%로 상

대적으로 작다. 설비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비서울지역은 2008년 7.2%에서 2011년 5.2%로 계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은 2008년 2.5%에서 2011년 2.4%로 감소의 폭이 적다. 방수기준

미달주거의 경우 서울지역은 오히려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8.4%이던 것이 2011년 

9.8%로 1.4%p증가하 다. 비서울지역도 역시 2011년에 방수기준미달가구가 증가하 으나, 증가폭

이 0.3%p로 서울지역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지역가구의 주거상황이 비서울지역보다 열악하며, 향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방수기준미달주거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연간변화를 정리하면, 여성가구주

일수록, 노인가구주일수록, 장애인가구주일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에 아동이 있을

수록, 서울지역에 살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일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학

적 특성,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학력 등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빈곤결정요인과 일치한다. 

따라서 소득빈곤과 주거빈곤 혹은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여부간의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게다

가 주거는 유량(flow)인 소득이 모인 저량(stock)이라는 점에서, 소득이 높으면 높은 주거비를 내

고 최저주거기준이상의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빈곤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는 높은 상관이 예측된다. 다음에서는 소득빈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와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소득빈곤과 최 주거기 미달가구 

1)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변화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가구, 최저생계비150%이하의 차상위가구, 

최저생계비150%를 넘는 비빈곤가구로 나눈 후, 주거기준미달가구의 연간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따르면 절대빈곤가구일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절대빈곤가구인 경우 설비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2011년 20.1%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가구가 8.4%로 다음으로 높았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설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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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미달가구의 비율이 2011년 12.5%로 다른 기준에 비해 높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방수기준미달이 

11.4%로 두 번째 비중을 보 다.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도 2011년 13.1%가 주거기준미달가구에 살

고 있었으며, 이중 방수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비빈곤가구도 13.0% 약 10가구 중 1가구가 최저기준미달주거에 있다는 것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방수기준미달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빈곤가구

의 경우 기존주택개량과 보수와 같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필수설비를 갖추어주면 기준미달주거

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차상위계층과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는 방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거기준미달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대적

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9> 소득수 에 따른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연간 변화

(단위:%)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절대빈곤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7.7 7.8 8.4

설비기준미달 26.6 23.0 20.1

방수기준미달 9.2 7.2 6.4

면적기준미달 0.1 0.2 0.0

최저주거기준미달 38.7 34.6 31.7

차상위가구

(차상위+차차상위)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9.2 8.9 5.6

설비기준미달 15.3 14.1 12.5

방수기준미달 21.7 10.8 11.4

면적기준미달 0.0 0.0 0.1

최저주거기준미달 40.0 30.6 26.9

비빈곤가구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 3.7 4.4 3.0

설비기준미달 4.5 3.3 2.3

방수기준미달 10.1 8.2 8.8

면적기준미달 0.2 0.1 0.0

최저주거기준미달 16.8 14.7 13.1

주 1) 1차년도의 절대빈곤가구의 n은 941, 차상위가구의 n은 988, 비빈곤가구의 n은 5144이다. 

   2) 4차년도의 절대빈곤가구의 n은 504, 차상위가구의 n은 728, 비빈곤가구의 n은 4975이다.  

   3) 7차년도의 절대빈곤가구의 n은 407, 차상위가구의 n은 586, 비빈곤가구의 n은 4740이다.  

2) 소득빈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상관관계

앞서 <표 9>에 따르면 절대빈곤가구의 경우에는 2011년 기준으로 3가구중 약 1가구가, 차상위

가구의 경우 4가구중 1가구가,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는 10가구중 1가구가 주거기준미달상태에 있

었다. 그렇다면 절대빈곤, 차상위가구, 비빈곤이라는 소득수준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간의 상관의 정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연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표 10>과 같이 교차분석과 

Cramer'V로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1624가구의 주거기준미달가구 

중 절대빈곤가구는 364가구로 22.4%의 비중이었으나, 2008년에는 1129가구중 174가구(15.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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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감소하 으며, 2011년에는 908가구 중 129가구(14.2%)로 더욱 감소하 다. 반면에 비빈곤

가구가 주거기준미달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65가구(53.3%)에서 2008년 732가구(64.8%), 

2011년 908가구(68.5%)로 증가하 다.   

그리고 소득수준과 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관계는 p<.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있었으나, 상관의 정도는 낮으며, 상관의 정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2005년 .239이던 

Cramer'V의 값이 2008년에는 .182, 2011년에는 .1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 소득빈곤과 최 주거기 미달가구의 상 계의 변화

(단위: 가구)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절대빈곤가구 364 576 174 330 129 278

차상위가구 395 593 223 505 157 428

비빈곤가구 865 4278 732 4244 622 4117

계 1624 5447 1129 5079 908 4823

Chi-square 

test(Cramer'v)
.239*** .182*** .165***

 주 1) *** p<.001

이렇듯 기대와 달리 소득빈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간의 상관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빈곤

은 소득과 가구원 수만을 고려하는 반면에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는 주거의 물리적 조건 뿐만 아

니라 가구원의 성별, 연령, 가구원들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결정요인이 다소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은 소득이 쌓여 구입할 수 있으나, 충분한 몫돈이 필요하며, 지역사

회의 향을 받는다. 임세희․이봉주(2009)와 임세희(2010)도 주택금융시장의 불충분한 발달과 지

역사회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로 낮은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소득이 높아도 적절한 주택에 구

입에 필요한 수준의 대출을 할 수 없다면 주거는 열악할 수 있다*. 또는 지역사회자원의 분포가 

불균등하면** 열악한 주거조건을 감내하더라도 지역사회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자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역의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가 많은 것도 서울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의 좋은 지역사회자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계층들이 서울

에서 살되 기준미달의 주거에서 사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빈곤과 기준미달주거간의 상관의 정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것은 현

재의 주택가격이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해서 

* 오정일(2001)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항상 노동 소득
(Permanent labor income)보다는 현재 보유한 순 자산(net wealth)이 주거유형선택에 더 많은 향을 준다고 한다(임
세희‧이봉주, 2009) 

** 백학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자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불균등하게 분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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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소득빈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와 물질적 박탈경험

그렇다면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가구를 모두 경험하는 가구, 그 중 하나만을 경험하는 가구,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은 어떠한지 <표 11>과 같이 살펴보았다. 2008년

과 2011년을 살펴보면 절대빈곤하면서 주거기준미달인 가구가 물질적 박탈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주거기준미달인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이 높았다. 세 번째로는 

절대빈곤가구이면서 주거충족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비빈곤가구이면서 주

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와 차상위가구이면서 최저주거충족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은 기준충족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보다 

p<.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11> 소득빈곤, 최 주거기 미달가구와 물질  박탈경험 

(단위: 개수)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절대빈곤가구 1.11 0.66 1.04 0.59 0.97 0.49

차상위가구 1.29 0.51 0.96 0.44 0.79 0.32

비빈곤가구 0.65 0.18 0.44 0.13 0.33 0.08

평균 0.91 0.27 0.63 0.19 0.50 0.12

t-test 16.15*** 12.96*** 11.25***

 주 1) t-test값은 등분산 가정여부를 확인한 것임
    2) *** p<.001

4) 소득빈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와 가족갈등대처방법

소득빈곤과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상황은 가족갈등을 유발하며, 가족갈등 발생시 부정적인 대

처 방법이 증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가구를 모두 경험하는 가구, 그 

중 하나만을 경험하는 가구,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 가구의 가족갈등대처방법이 어떠한지 <표 

11>과 같이 살펴보았다. 2008년과 2011년을 살펴보면 절대빈곤하면서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가족

갈등대처방법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비빈곤하면서 주거기준충족가구의 가족갈등대처방법이 가

장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최저주거충족여부에 따라 가족갈등대처방법은 p<.001의 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 절대빈곤, 차상위계층은 물론이고 비빈곤가구인 경우에

도 주거기준을 충족한 여타 다른 소득빈곤가구보다 부정적인 가족갈등대처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8년 비빈곤가구이면서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가족갈등대처방법의 점수는 1,67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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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이면서 주거기준충족가구의 가족갈등대처방법의 점수 1.67과 차이가 없었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빈곤가구이면서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값이 1.75로 절대빈곤가구이면서 주거기

준충족가구의 1.72보다 높았다. 가족갈등대처에 있어서 소득빈곤보다 주거의 물리적 열악함이 더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12> 소득빈곤, 최 주거기 미달가구와 가족갈등 처방법

(단위: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자주 사용)

구분

2005년

(1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11년

(7차년도)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최저주거

미달가구

최저주거

충족가구
절대빈곤가구 1.88 1.76 1.79 1.67 1.85 1.72

차상위가구 1.75 1.75 1.77 1.66 1.78 1.69

비빈곤가구 1.74 1.62 1.67 1.58 1.75 1.60

평균 1.77 1.64 1.71 1.59 1.77 1.61

t-test 6.54*** 5.77*** 8.201***

주 1) t-test값은 등분산 가정여부를 확인한 것임
   2) *** p<.001

제5  결론

 본 연구는 주거기준미달가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거기준미

달가구의 자연감소에 기대어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공적개입이 지금처럼 미진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먼저 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장애여부라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아동가구여부, 서울지역여부에 따라 주거기준미달

가구여부에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후,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관계를 분석하 다. 마

지막으로 소득빈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 따라 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 대처방

법에 차이가 나는지 검토함으로써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을 촉구

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이후 주거기준미달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미달가구의 감소폭

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감소폭은 줄어들어 2005년과 2008년 3년 사이에 약 5%p 줄어들

었던 최저기준미달주거의 규모가 다시 3년 뒤인 2011년에는 2.3%p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다. 특

히 방수기준미달가구는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오히려 다소 증가하 다. 기존주택 개보수로 가

능한 설비기준과 달리 이사 혹은 신규주택입주가 요구되는 방수기준미달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향후 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모 감소가 과거와 달리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정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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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주거기준미달가구여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노인일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가 많았다. 

하위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와 노인인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인 경우 

설비기준미달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가구주가 장애인인 경우 설비기준미달인 경우와 방수기준미

달인 경우가 공히 많았다. 

셋째, 가구원 중 아동이 있을수록, 서울에 살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일 경우가 높았다. 2011년 

기준으로 아동가구의 경우 5가구 중 1가구가, 서울지역가구인 경우 역시 5가구 중 1가구가 주거

기준미달가구 다. 그런데 아동가구인 경우 설비기준미달가구는 매우 적었고, 방수기준미달인 경

우가 월등히 많았다. 또 아동가구인 경우에는 2008년과 2011년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변화가 거

의 없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지역에 살 경우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방수기준미달인 경우도 비서울지역보다 많았다. 특히 서울지역은 비서울지역에 비해 

2005년, 2008년, 2011년에 걸쳐 최저주거기준미달주거의 감소경향이 거의 없고 정체되는 듯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연간변화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절대빈곤가구일수

록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빈곤가구의 경우에도 2011년 

13.1%가 주거기준미달가구 다. 하위기준별로 살펴보면 절대빈곤가구인 경우 설비기준미달가구

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조‧환경‧성능기준미달가구가 높았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설비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방수기준미달가구가 두 번째의 비중이었으며, 비빈곤가

구의 경우에는 방수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과 주거기준미달여부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상관관계의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

지고 있었다.  

넷째, 소득수준과 주거기준미달가구여부에 따른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을 분석한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에 따라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있어 가장 열악한 집단은 절대빈곤과 주거기준미달

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가구 다. 다음으로 물질적 박탈의 경우 차상위계층이면서 주거기준미

달인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이 높았으나, 비빈곤가구이면서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와 차상위가

구이면서 주거충족가구의 물질적 박탈경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 가족갈등대처방법의 경우에는 최

저주거기준미달의 향이 소득빈곤보다 뚜렷이 나타나, 주거기준미달가구인 경우 절대빈곤, 차상

위계층은 물론이고 비빈곤가구인 경우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 여타 다른 소득빈곤가구보다 

부정적인 가족갈등대처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소득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

거기준미달가구는 과거와 달리 크게 감소되지 않고, 정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계층의 경우 

현재의 높은 주택가격, 불완전한 주택금융시장과 양극화 현상을 감안했을 때 자력으로 주거문제

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생각된다. 이는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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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있는 것이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선별적 주거복지와 보편적 주거복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가구주가 여성, 노인, 장애인일

수록, 고등학교 미만인 학력일수록 주거기준미달가구가 많았고, 이들은 소득빈곤의 문제도 같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또 절대빈곤과 최저주거기준미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물질적 박탈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가구는 특히 설비기

준미달가구가 많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현재의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로는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비빈곤가구의 13.1%가 주거기준미달가구이며, 가구주가 근로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아동가구의 20.4%가 역시 주거기준미달가구 다. 그리고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줄어들었으나 방수기준미달가구는 다소 증가하 다. 방수기준미달가구의 경우 소득빈

곤의 문제보다는 가구원의 성별, 연령, 관계에 맞는 방이 있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부족

한 경우이다. 따라서 소득빈곤을 넘어선 보편적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보편적 주거복지에는 민간

임대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의 중산층 확대가 포함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

되어 있거나, 빈곤 집지역으로 도심외곽에 건설될 경우 긍정적인 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임세

희, 2013).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중산층에게까지 확대 공급되고*,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을 규제할 때 단일적 임대주택 시스템이 가능하고 국민대다수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은주 2010, 진미윤, 2011), 주거복지에 있어 보편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지역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지역은 주거기준미달가구

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가 많고, 또한 방수기준미달가구도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은 주택가격이 높고, 근로연령대의 가구, 즉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들이 

많다는 특징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주거 등이 부족한 주거를 대신하 으나, 지하주거는 채

광과 환기가 어렵고, 침수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적절한 주거라 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할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지하주거 등에 거주하는 계층이 접근가능한 

저렴하면서 적절한 주거는 현재로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

이 건설하여야 하며, 기존과 달리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구임대아파트의 

경우 34.6%가 방수나 면적 기준 미달 주거(홍인옥 외, 2005)이며, 재개발 이후 건설되는 임대주택

의 경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을 40㎡(12평)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재개

발 이후 건설된 임대주택의 대다수는 42.9㎡(13평), 55.57㎡(16평), 60.22㎡(18평) 이하이다(임 수‧

이지은‧이명훈, 2009). 물론 이러한 주택건설은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이다. 2011년 최저주거기준은 노부모+부부+자녀2가 있는 6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55㎡(약 

16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수로는 4개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주택재고의 3.4%에 불과하며(국토교통부, 2011) 2008년 스웨덴 
17%, 국 17.8%, 오스트리아 23%, 네덜란드 32%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진미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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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방을 과연 16평(방+거실+부엌+화장실+현관을 포함한 면적)에 건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요컨대 재개발 이후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하면서, 동시에 가구유형에 따른 방수 기준을 충

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저주거기준이 현재보다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호한 구조‧

성능‧환경은 기준미달주거 측정에 사용되지 못하거나, 몇 개의 특징적인 주택유형(지하주거, 비닐

하우스, 움막, 판잣집)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주택을 판단할 때 구조‧ 

성능‧환경기준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면적기준의 경우 6인가구 16평으로 현실성이 매

우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면적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급여등이 기준임

대료를 기준으로 제공될 예정(연합뉴스, 2013. 9.10)임을 생각했을 때 기준이 되는 주택과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과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저주거기준이 현재보다 명확하고 현

실을 반 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인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의 하위기준을 모두 적용하

여 주거기준미달규모의 연간 변화 양상을 밝히고,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기준미

달가구의 차이, 소득빈곤과 주거기준미달가구간의 관계와 주거기준미달가구여부에 따라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된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

었다. 

그러나 다음의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 독립적인 향은 알 수 

없었다. 둘째,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가구주에 한정한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전체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물질적 박탈경험과 가족갈등대처방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변수를 통제하

지 않았다. 넷째, 개인과 가족의 주거복지에는 주거의 물리적 조건이외에도 주거비가 중요한 

향을 미치는데, 이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년도에 걸쳐 복지패널 표본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표본멸실에 따른 체계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국복지패널은 가중치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가중치를 모든 분석에서 사용하 으나,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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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제1주제 국민인식

1. 빈곤 원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2. 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과 복지급여수급자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
3.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연구: 계층과 세대문제에 대한 탐색

제2주제 경제활동

1. 경제활동참여기간과 고령층의 경제적‧심리적 만족도
2. 사건사 분석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 분석

제3주제 한부모

1.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2. 근로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빈곤 원인에 한 한국사회의 인식

-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을 심으로 -    

Public Beliefs about the Causes of Poverty in Korea

                                           이상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관(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복지정치의 전개양상과 복지정책 및 빈곤정책의 특성에도 중요

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행태 및 빈곤문제 양상에도 주요하게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주목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과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이해를 제고하여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 는데, 빈곤원인 인식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된 복지인식부가조

사 자료와 가구 및 가구원 조사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를 분석자료로 활용하 다. 분석결과에서

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 원인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원

인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원인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 분포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고, 한국사회에서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

향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

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곧 개인적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

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 양상은 차이를 보 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공히 주요하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확인하여 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복지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들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서의 가

치태도의 주요한 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

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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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배경과 연구문제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는 추세인

데, 사회구성원들은 빈곤 문제, 특히 빈곤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곧, 한국

사회에서 빈곤 원인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 및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또

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빈곤이 기인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까? 아니면, 빈곤은 개인적 불운 등

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의 

복지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 다. 아

울러, 개인들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요인이 관련된 것인지,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

형의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을 분석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로 해당 사회

의 빈곤원인 인식은 빈곤대책 뿐 아니라 주요 복지정책의 정치적 결정에도 상당한 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주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Lepianka et al., 2009; Lepianka et al., 2010). 주지하듯 서구 국가

들에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환에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가 주된 배경이 되었음에 비

추어 보면, 사회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은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의 역사적 특성과 향후의 전개 

양상까지도 가늠하여 주는 요소로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양

상과 실태에 대한 파악은 다양한 복지 이슈들을 둘러싼 현재 및 앞으로의 복지정치 및 복지정책

의 전개 양상을 이해함에 단초를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둘

째,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또한 해당 사회의 빈곤층 행태 및 빈곤 양상에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주목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빈곤 문제의 사회문화적 맥

락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복지체제론적 관점 혹은 비교사회정책론적 관점들에서는 빈곤층의 행위 

및 태도는 개인 및 가족의 특성 뿐 아니라 이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및 거시 사회의 가치, 의

식, 규범 등에 의해 적극 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스티그마 및 빈

곤문화의 부정적 향은 이를 예시하여 주는 바로 평가된다(Goffman, 1963; van Oorschot & 

Halman, 2000). 이와 같은 관점들에 의거하면,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성향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사회적 지위, 빈곤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결정함에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빈곤문제 및 빈곤대책의 현실과 특성, 전개양상 등을 이해함에 중요한 사회

적 맥락으로서 주요한 의의를 지니기도 하는 바이다(Svallfors, 1996; 2006; Niemelä, 2008).     

이와 같은 빈곤에 대한 사회대중의 태도 특히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닌 주요한 함

의들에 주목하여, 서구에서는 70년대 후반 이후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

는 추세이다. 초기 연구들에는 주로 개별 국가들에서의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회의 빈

곤원인 인식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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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 차이와 복지체제에의 빈곤원인 인식의 향 혹은 관련성을 분석하는 경향으로 심화되면서 

분석수준과 접근이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또한, 

초기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회심리학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 차원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내면화 양

상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면(Bullock, 1999), 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정책학적 관점에서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 대중의 인식 실태와 분포 및 이의 정치적, 정책적 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주제

들 또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한편, 서구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성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빈곤의 실태와 특성, 원인, 빈곤동학, 빈곤대책

의 성과 등의 다양한 주제들로 제반 학문분야들에 걸쳐 빈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한

국사회의 빈곤 태도 및 빈곤원인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근 일부 연구

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사회복지사, 차상위계층 여성 등을 대상으로 빈곤 인식을 파악하는 분석

이 이루어지기도 하 지만(손태홍, 2006; 배효숙 외, 2007, 김정희, 2009; 정선욱, 2011, 2012; 임민

정‧박수경, 2012), 이들의 연구내용은 주로 특정 집단들에게 빈곤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지를 질

적 연구를 통해 파악함에 대체로 국한되어 사회 대중의 전반적인 빈곤 인식 및 태도를 가늠하기

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중매체 관련 프로그램들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

회에서 빈곤층 및 빈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하기도 하지만(이병량‧박성진, 

2003), 이들 연구내용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실제적 빈곤원인 인식과 빈곤 태도를 파악하는 것과

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 성과로 간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빈곤층 및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에 따라 주요 복지이슈들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상당하게 좌우되고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빈곤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중들의 빈곤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 성과는 부재한 형편이다. 여

기에는 무엇보다도 분석 자료의 미흡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복지의식에 

대한 관련 데이터의 산출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복지인식의 실태와 특성, 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빈곤 인식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미흡에는 분석 자료의 미

흡이 주된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금번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자료에는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빈곤원인 인식 연구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연구는 이의 일환으로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의 결정 양상을 시론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에 대해서는 그간 단편적인 자료 및 경험적 직관들에 기초하

여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평가되어 왔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경우는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

리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빈곤 인식의 향으로 한국의 복지체제는 잔여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 다(김 모, 1986). 또한, 일부에서는 90년대말 경제위기

를 전후로 개인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약화되고 사회구조책임론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하 다(이인재, 1998).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련 논의들에서 한국사회의 빈

곤원인 인식에 대한 논의들은 적절한 근거 자료들에 의거하지 않은 직관적인 평가들로서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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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당성이 충분치 못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 것

일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개인책임의 빈곤 인식이 

높은 것일까? 빈곤문제들이 사회구조적 결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떤 집단들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빈곤을 개인적 

불운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기는 운명책임론적 빈곤원인 인식은 어느 정도나 분포하며,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빈곤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빈곤원인 인식

에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결정함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해답을 찾아보고자 금번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 및 향 요인들

을 분석,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사회 의 빈곤원인 인식에 한 연구동향과 성과 

빈곤문제는 인류사회의 전개와 함께한 주요한 사회문제로 사회과학을 위시한 제반 학문분야들

에서도 빈곤 원인에 대한 규명은 핵심 연구주제의 하나로 자리하여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에 입각하여,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빈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의 상당한 축적이 이루

어져 왔고, 그 성과로 빈곤 발생에는 개인,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구조 등의 다양한 수준

들에서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측면들의 제반 요인들이 빈곤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빈곤 이론들의 발전이 주요 학문 분야들에서 나타나기도 하 다. 반면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대중

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의 이슈가 되어왔고, 대중들의 빈곤인식은 복지정책 

및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결정에 상당하게 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연구관심이 촉발되기에 이른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미국에서의 Feagin(1972)의 연구가 최초로, 

그는 11개의 빈곤원인 항목들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성향을 분석, 평가하

다. Feagin은 미국사회의 빈곤층 및 빈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미국의 

빈곤 및 복지정책들의 확충에 주요한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중의 빈곤원

인 인식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에서는 대중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은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주의적 인식

(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미국에서는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책임 인식이 두드

러짐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회 인식이 미국 빈곤정책의 잔여적 특성과 주요하게 관련된 것임

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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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gin(1972)의 최초 연구 이후 미국(Kluegel and Smith, 1986) 뿐 아니라 호주(Feather, 1974), 

국(Furnham, 1982a, 1982b, 1985) 등에서 빈곤(실업)원인 인식에 대한 유사 연구들이 후속되었

는데, 이를 통해 Feagin(1972, 1975)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구분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이들 자유주의 성향의 국가들에서도 개인책임 빈곤(실업) 원인 인식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하 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연구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

으로 주도된 양상을 보여 왔으며, 이들 연구는 미국인의 전반적인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 및 인구

집단과 사회계층에 따른 빈곤인식의 편차, 빈곤원인 인식 결정의 맥락과 향 요인들의 파악에 

상당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ilson, 1981; Golding and Middleton, 1982; 

Kluegel and Smith, 1986; Smith and Stone, 1989; Kluegel et al., 1995; Hunt, 1996; Wilson, 

1996; Bullock, 1999; Gilens, 1999).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로, 터키

(Morcöl, 1997), 네덜란드(Halman and van Oorshot, 1999), 아일랜드(Hardimann et al., 2004), 핀

란드(Niemelä, 2008), 이탈리아(Norcia et al., 2010) 등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에 관한 분석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국가간 비교 분석(van Oorshot 

and Halman, 2000; Lepianka, 2004; Lepianka et al., 2010; Blomberg et al., 2013)도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빈곤원인 인식의 특성 및 결정 양상 등에서의 개별 국

가 및 복지체제 유형간 차이들이 적극 조명,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199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유럽 사회구성원의 가치의식 조사(European Values Study; EVS)” 데

이터가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 인식에의 국가간 및 복지체제간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이 되어, 개별 국가적 차원을 벗어나 비교 분석연구들의 수행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van Oorshot and Halman(2000)은 1990년도의 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간, 권역간, 

복지체제 유형들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는데, 연구결과에서는 유럽국가의 빈곤

원인 인식은 사회책임론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책임론적 인식이 강한 미국과는 사회

인식에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며, 유럽국가들 내부에서 권역간(동구권 국가 vs 서구권 국가) 및 

개별 국가간에도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90년대 이후로 각국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분석초

점 및 분석방법들도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사회 전반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분포와 실태를 파악함에만 주로 주목하 음에 비해, 이후에는 주요 인구집

단들 및 소득계층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Bullock, 1999)와 더불어 복지수급자 및 이민자, 사회

복지실무자 등의 특정 인구집단의 빈곤원인 인식(Wilson, 1996; Sun, 2001; Cozzarelli et al., 

2001; Bullock et al., 2003; Niemelä, 2011; Bromberg et al., 2013)이 심층 분석되기도 하는 등 분

석 초점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

원을 넘어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의 결정(형성) 양상을 파악하고자 심층적인 분석들도 제고되는 

추세이다(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특히, Lepianka 등(2010) 및 Blomberg 등(2013)

은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는 개인 특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 혹은 국가적 수준의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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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맥락 등도 관련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다층 자료들을 결합한 분석적 접

근을 취하고 있기도 하여 주목된다.   

서구에서의 활발한 연구 동향에 비해 국내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미흡

한 상황으로,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연구관심의 환기가 적극 요청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복지

정치의 본격화로 복지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이 주요 정책의 정치적 결정을 크게 좌우하고 있음

을 감안하면, 사회전반의 빈곤원인 인식 양상에 대한 규명은 현재의 복지정치 및 복지정책 전개

의 양상을 가늠함에 주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주목 또한 적극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사회의 복지체제 양상이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

화적 특성들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한국 사회복지체제

의 낙후성에 대한 배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에 주요한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는 점 역시 주목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빈곤층의 사회적 위상 및 사회적 거리감

을 표명하여 준다는 점에서(Svallfors, 2006; Cozzarelli et al., 2001), 한국사회에서 빈곤층의 사회

적 배제와 박탈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맥락의 하나로 주목이 요청된다. 

2. 빈곤원인 인식의 향 요인 

해당 사회 내부에서도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된 것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지닌 다양한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 곧 개인책임론, 사회책임론, 운명론적 인식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한 산물일까? 선행 연구

들에서는 해당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분포의 규명 뿐 아니라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의 관련 

요인 분석에 주로 연구관심이 집중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확인된 주요 향 요인들을 개

인 수준 및 사회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한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로는 먼저 성별,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관련 요인들로 지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경험적 분석결과들은 아직까지 상반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는 여성에서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Kluegel 

and Smith, 1986; Sun, 2001; Hunt, 1996), 일부 연구는 남성일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은 것

으로(Morcöl, 1997) 혹은 성별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여(Cozzarelli 

et al, 2001), 성별의 향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 연령의 향과 관련하여서는 “젊은 층

일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다”는 점을 대부분의 연

구들이 확인하고 있다(Feagin, 1972; Kluegel and Smith, 1986; Hunt, 1996; Morcöl, 1997). 

소득계층 지위도 빈곤원인 인식과 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

에서는 대체로 “소득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고, 소득계층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luegel and Smith, 1986; Forma, 1999, 2002; 

Svallfors, 1996, 2006). 한편, 학력수준의 향은 선형적이지를 않고 역 U자형의 관련성을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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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대체로 평가되고 있다. 곧,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사회구조 원인 인식이 높은 반면, 

중간 학력층에서 개인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대체로 관련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Feagin, 

1975; Furnham, 1982a). 한편 일부 연구는 학력수준과 운명론적 빈곤원인 인식간에도 접한 관

련성(부적 관계)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Morcöl, 1997).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주관적 경제적 지위 인식 또한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빈곤층에 가깝다”

고 인식할수록 대체로 빈곤 원인은 외재적 측면(사회구조 혹은 운명)에 소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스스로의 경제적 형편을 여유롭고 빈곤층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할수록 개

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Nilson, 1981; Kluegel and Smith, 1986; 

Saunders, 2003)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개인적 경험이 지적된다. Bullock(1999)은 “어려운 

상황(disadvantages)의 개인적 경험”은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과거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불우한 상황의 경험

자일수록 빈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불우

한 계층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유에서 오히려 불우한 상황의 경험자일수록 오히려 개

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여 흥미롭다(Lepianka et al., 2010).  

이에 대한 논의들은 과거 빈곤경험의 향을 통해 주로 분석, 평가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들의 

결과는 여전히 상반되게 평가되는 상황이다. 곧, 빈곤경험은 빈곤층과의 집단의식 공유를 기반으

로 사회구조 책임 인식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빈곤층

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성향을 높여 빈곤경험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

기도 한다(Niemelä, 2008). 한편, 공공부조 등의 복지수혜 경험 등도 관련 요인의 하나로 주목되

고 있는데, 이의 향 역시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다. 곧, 복지수급 경험자에게 사회구조 책임 인

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Niemelä, 2008), 반대로 복지수급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기

반하여 복지수급 경험은 개인책임인식과 정적(+)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Bullock, 1999; 2004).   

셋째로는 개인이 지닌 가치 태도들이 주요 향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이념 성

향은 빈곤원인 인식과 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대체

로 “보수적 성향일수록 개인책임 인식이 높고, 진보적 성향일수록 사회구조 책임 인식이 높음”을 

대체로 확인하고 있다(Feagin, 1975; Furmham, 1982a; Lee et al., 1990; Lee et al., 1992; 

Cozzarelli et al., 2001; Norcia et al., 2010; Niemelä, 2011). 근로윤리 의식도 주요한 가치태도 요

인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는데, “근로윤리 의식이 높을수록 빈곤층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으며 

이와 함께 개인책임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관련 분석결과들에서는 확인되고 있다(Feather, 

1984; Furnham, 1982b, 1985; Cozzarelli et al., 2001). 분배정의(평등)의식 또한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된 가치태도 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데, “평등주의 의식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대해 지

지적일 뿐 아니라 사회구조 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p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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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Lepianka et al., 2010). 한편, 종교적 성향도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된 주요한 가치 태도의 

측면으로 주목되는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반면 카톨릭의 경우에

는 사회구조 혹은 운명론적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대체로 확인되고 있어 흥미롭다(Lepianka 

et al., 2010).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도 주요한 향 요인의 하나로 취

급되고 있는데, “복지정책 및 복지수급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개인 외부의 측면에서 빈

곤원인을 인식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경험적 분석들에서는 확인되고 있다(van Oorshot and 

Halman, 2000; Kangas, 2003)

한편, 개인들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에는 해당 사회의 특성도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곧,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구조적 특성, 복지체제의 특성, 해당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의 문화적 특성 등이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의 형성에도 상당한 향을 미치며, 국

가간 빈곤원인 인식 차이에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관련 논의들에서는 평가되고 있다

(Gallie and Paugam, 2002). 일례로,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경제적 상황과도 상당

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경기침체 혹은 고실업의 상황일수록 개인책임의 원인 인

식은 낮은 반면 외재적 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회 복지체제의 

특성 또한 빈곤원인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측면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선별주의적 복

지체제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론이 높을 것으로, 반면 보편주의 복지체

제일수록 사회구조책임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van Oorschot and 

Halman, 2000).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은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서도 적극 규정되

는 것으로 논의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험적 연구들에서는 “해당 사회의 종교적 성향, 근로윤리 

규범, 분배정의에 대한 가치 등은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 향 요인으로서 각별하게 

주목되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Lepianka et al., 2010).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는 것일까?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의 향은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것일까? 관련 요인들의 향에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참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의 향 요인들을 분석, 규명하고자 한다. 

곧,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급, 가치태도 특성 등의 개인 특성 요

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의 빈곤 인

식에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

상 분석에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도 요청되지만, 이는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연구주제라 평가된다. 이는 후속 연구들에서 수행되

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의 결정 양상을 분석,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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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한

국사회 구성원들의 제반 생활 상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전국을 대표하여 표집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이후 매년 추적조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는 종단 데이터로, 여

기에서는 3년 단위(2007년, 2010년, 2013년)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 

8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는 사회불평등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위한 기존 

조사문항들과 더불어 빈곤원인 인식에 관련한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련 정보가 수집되었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번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가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와 특성, 결정 양상을 파악함에 적합한 데이터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구 및 가구원 데이터와 결

합하여 분석자료로 이를 활용하 다. 금번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응답한 가

구는 2,297가구, 성인 가구원 4,720명이었고, 관련 조사를 모두 완료한 응답자는 4,185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183명을 분석대상으로 가구 및 가구원용 자

료와 결합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성하 다.

한편, 연구문제들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는 SPSS 19.0과 AMOS 21.0을 활용하 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다변량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OLS 회귀분석방법 등을 적용하 다. 본 연구의 

경우,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들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일차적으로 빈곤원인 인식

의 유형들을 도출하는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는데, 이에 따라 사전 분석의 일환으로 서구의 

관련 이론 논의들에 기초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사회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

을 도출하는 분석을 수행하 다*. 이후에는 이를 기초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고, MANOVA 분석방법을 적

용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MANOVA 분석은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으로 종속변수들간 상호상관성이 전제될 경우에 있어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함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인 빈곤원인 인식이 3개 유형(개인책임

론 인식, 사회구조책임론 인식, 운명책임론 인식)의 하위 변수들로 구성되기에, 개인 특성에 따른 

* 요인분석 모델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구분되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 구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미흡하거나 부재하여 최적의 요인 구조를 탐색함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모델인 반면, 확인적 요인분석
은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하여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함에 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양병화, 2006). 한국복지패
널조사에서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항목들은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에 관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 및 경험적 연구들에 기
초하여 구성되고 있어(Feagin, 1972, 1975; Furnham, 1982a, 1982b 1985; 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09), 본 연구
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인식 유형 구분의 적합성 및 척도 활용에의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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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를 검증함에 이러한 분석방법의 적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MANOVA 분석에서는 하위 종속변수들에 대한 차이 검증도 ANOAVA 분석 및 사후분석결과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개인 특성에 따른 개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들을 검증함에도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끝으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양상은 개별 빈곤

원인 인식(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책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OLS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하 다. 

 

2. 변수 구성  측정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들의 구성 및 측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인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측정에 널리 활용되는 Feagin(1972)의 

척도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 다.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특히 빈곤원인 인식의 유

형을 어떻게 구분하고, 측정할 것인지는 주요한 분석적 쟁점의 하나인데, Feagin(1972, 1975)을 

비롯한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개인 책임(individualism), 사회구조 책임(structuralism), 운명 책

임(fatalism) 등이 사회 대중들이 지닌 주요한 빈곤원인 인식 유형임을 다양한 국가들에서의 데이

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Feather, 1974; Smith and Stone, 1989; Morcöl, 1997; Bullock, 

1999; Hunt, 2002; Niemelä, 2008)*.

*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 구분은 주요한 이론적 및 분석적 쟁점이 되기
도 한다. Feagin(1972) 등에 기초한 미국과 국 등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 분석들에서는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유
형이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 등의 세 개의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Van 

Oorschot & Halman(2000) 등은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을 세 개 유형으로 포착함에는 한계가 있음을 특히 운명 원
인 인식의 모호성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개인 운명(불운)책임, 사회운명(숙명)책임 등의 4개 
유형으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파악함이 적절할 수 있음을 제기, 검증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 국가들에서의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4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에 기초하여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이들 연
구들이 활용하는 분석데이터(EVS; European Values Survey)에서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자료들이 대체로 4개 유형의 
빈곤원인 인식 항목에 대한 응답치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EVS 데이터에서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측정
은 하나의 설문문항(4개 인식유형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토록 하는 설문문항)에 기초하고 있어, 개인들이 지닌 빈곤원
인 인식의 실제적 양상들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Lepinka et al., 2009).

Feagin(1972) 등의 요인분석적 방법에 기초한 빈곤원인 인식 측정은 특정 빈곤원인 인식 유형 구성에 기초한다는 점에
서 제한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의 비일관성과 양면성 등의 실제 인식 양상을 포
착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다 적절한 측정방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Feagin(1972)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방
식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기에, 세 개 유형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388 -



이상록, 김형관 / 빈곤 원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표 1> 변수 구성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및 측정설명

종
속
변
수

빈곤원인의 인식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대한 태도 측정치 
     (Feagin(1972)의 빈곤원인 인식 측정 척도 및 결과를 활용함 
         --> 10개 빈곤원인 항목(4점 측정)과 및 3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1) 개인책임 인식

* 부적절한 가계(돈) 관리와 절약의 결여
* 동기 및 노력의 결여

*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결여                 (총 3문항) Cronbach's α 0.707

    (2) 사회구조책임 인
식

*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 사업체들의 낮은 임금  

*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총 4문항) Cronbach's α 0.724

    (3) 운명책임 인식

* 타고난 능력(재능)의 부족
*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총 3문항) Cronbach's α 0.491

독
립
변
수

인
구
사
회
특
성

성별 남, 여

연령 세 (연속)

가구 형태 일반가구, 취약가구(단독/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종교 있음, 없음 

거주지역의 특성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사
회
경
제
특
성

학력수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재)이상

가구의 경제적 수준 욕구소득비 (연속)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100미만,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만원이상

취업지위 고용주/자 업자, 상용직, 임시/일용/자활, 무급/실업, 비경제활동

복
지
수
급

복지서비스의 수급 복지서비스의 수급 경험 --> 있음, 없음

현금급여의 수급 현금급여의 수급 경험 --> 있음, 없음

가
치
태
도

정치이념 성향 본인의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1) ~ 매우 진보적(5))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

기초보장수급자의 특성(“게으르다”)에 대한 태도 (매우 반대(1) ~ 매우 동의(5))

성장/분배에 대한 
태도

성장/분배의 중요도에 인식 (친성장주의(1) ~ 친분배주의(4))

(선별-보편)

복지정책에 대한 태
도

복지정책의 접근방식에 대한 태도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1)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함(5))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에서의 빈곤원인 인식에 관련한 조사항목들은 Feagin(1972)의 측정방

식에 기초하여 세 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구성하는 10개의 빈곤원인 항목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을 

*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에서의 빈곤원인 인식에 관한 측정 문항은 Feagin(1972)의 10문항과 함께 “개인 학력
수준의 미흡”이라는 1문항이 추가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내 빈곤결정요인 연구들에서 주
요 빈곤결정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학력 미흡” 역시 한국사회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일 수 있음에 의거하여 
추가된 항목이었다. 그렇지만, 빈곤원인 유형 구분을 위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들에서 “학력 미흡” 문항은 사회구조
책임 인식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인 수 미지정 탐색적 요인분석), 운명책임 인식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여(요인 
수 지정 탐색적 요인분석),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원인으로서 “개인 학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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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책임”, “사회구조 책임”, “운명 책임” 등의 세 개의 인식 유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접

근이 적합한지, 곧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 접근에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10개의 빈곤원인 인

식 문항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 다.

<표 2>는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 모델 적합도 지수인 TLI=.956, CFI=.971, RMSEA=.058로 

산출되어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 변수들은 잠재 변인들을 적절히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10개의 항목들은 세 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으로, 곧 개인책임 인식(태도의 결여, 동기 및 노력

의 결여, 책임감 등의 결여)과 사회구조책임 인식(낮은 임금, 좋은 일자리의 부족, 교육기회의 부

족, 편견과 차별), 그리고 운명책임 인식(타고난 능력의 부족, 질환과 장애, 불행과 불운)으로 세 

개 요인으로 구분함이 타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바로,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이 구성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준다.        

<표 2>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개인책임 인식 → 태도의 결여 1.000 .703

개인책임 인식 → 동기/노력의 결여 .924 .685 .031 29.985***

개인책임 인식 → 책임감의 부족 .847 .621 .029 29.131***

사회구조책임 인식 →  낮은 임금 1.000 .610

사회구조책임 인식 →  교육기회의 부족 1.127 .649 .039 29.163***

사회구조책임 인식 → 좋은 일자리의 부족 1.154 .662 .039 29.443***

사회구조책임 인식 → 편견과 차별 1.054 .600 .038 27.880***

운명책임 인식 → 질환과 장애의 발생 1.000 .504

운명책임 인식 → 개인적 불행과 불운 1.074 .493 .054 20.020***

운명주의적 인식 → 타고난 능력의 부족 .964 .485 .049 19.842***

 * p<.05, ** p<.01, *** p<.001 

이상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을 ‘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책임 인식’ 등의 세 개의 하위 종속변수로 구성, 측정하 다. 한편, 빈

곤원인 인식 유형들의 측정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하여 본 결과, 개인책임 인식의 측정에서

는 0.707, 사회구조책임 인식의 측정에서는 0.724로 나타나 척도로서 충분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

로 검증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운명책임 인식의 계수치는 0.491

로 분석되어 다소 낮은 신뢰도 수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명책임 인식의 측정 항목들

이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에 다소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분

석결과들을 파악함에 있어 이와 같은 측정에의 제한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 

의 미흡”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서 비롯한 결과로, 곧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지 못해 개인 학력수준이 미흡
할 수도 있고(사회구조 책임), 개인적인 태도, 동기의 결여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고(개인 책임), 가족 형편 등에 따
른 불가피한 결과(운명 책임)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서 초래된 것을 평가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반 하여, 본 연구에
서는 “개인 학력수준의 미흡” 문항을 제외한 총 10문항으로 빈곤원인 인식을 측정, 분석하 다.   

*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를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 등 3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으로 구분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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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 분석모델의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들에서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분석결과들

을 참조로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복지수급 경험 등의 관련 변수들로 구성하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형태, 거주지역, 종교 등을 관련 변수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다. 사회경제지위 특성은 학력, 가구총소득(월평균), 욕구소득비, 

취업지위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여* 빈곤원인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편, 가치

태도의 측면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간 빈곤원인 인식의 편차를 파악함에 있어, 또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주목되는 요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치이념 성향, 성장 vs 

분배에 대한 가치태도, 복지정책 접근(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

도(복지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들로 구성하여, 빈곤원인 인식성향과 가치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끝으로, 복지수급의 경험도 빈곤원인 인식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의 평가를 참조로, 본 연구에서도 복지서비스의 수급 경험과 사회보장(현금)급여의 수급경

험 등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빈곤원인 인식에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1. 분석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복지의식 데이터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은 다음 <표 3>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 2,390명(57.1%), 남자 

1,793명(42.9%)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별 분포는 30대이하가 21.4%, 40대 18.0%, 50대 17.0%, 

60대 15.3%, 70세이상 28.2%으로 나타나 60세이상 노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

났다. 학력수준은 중졸이하 43.4%. 고졸 26.8%, 전문대이상 29.8%로 분포하 으며, 종교 보유의 

양상은 종교 있음이 54.6%, 종교 없음이 45.4%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형태의 분포는 일반가구가 83.6%, 한부모가구 등의 취약가구가 16.4%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주지역의 분포는 대도시 42.1%, 중소도시 41.1%, 농어촌 16.8%로 나타났다. 욕구소

득비를 기준한 소득계층 분포는 빈곤층(욕구소득비 1.0미만) 10.3%, 저소득층(1.0~1.5미만) 15.3%. 

중간소득층(1.5~3.0미만) 37.8%, 상위소득층(3.0~5.0미만) 36.6%, 최상위소득층(5.0이상)은 11.5%로 

확인되었고, 취업형태는 고용주 및 자 업 15.0%, 상용직 19.5%, 임시일용직 20.0%, 실업/무급가

악함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운명책임론 측정항목들의 측정 신뢰도는 다소 충분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운명책임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구성 및 내용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인 재점검 및 보완이 추후 부수될 
필요가 있음을 관련 연구들의 과제로 제기하여 주는 바이다. 

* 욕구소득비(income to needs ratio)는 가구규모를 반 한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측정치로, 최저생계비에 대비한 가
구균등화 지수 적용의 가구소득 비율로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빈곤원인 인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속변수로 측정된 욕구소득비 변수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욕구소득비를 급간으로 구분한 소득계층지위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기도 하 다(빈곤층(욕구소득비 1.0미만), 저소득층(1.0~1.5미만), 중위소득층(1.5~3.0미만), 상위
소득층(3.0~5.0미만), 최상위소득층(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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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 1,793(42.9)

취업
지위

고용주/자 업 629(15.0)

여 2,390(57.1) 상용직 815(19.5)

연령

30대 이하 895(21.4) 임시/일용/자활 836(20.0)

40-49세 755(18.0) 실업자/무급 271(6.5)

50-59세 711(17.0) 비경제활동 1,632(39.0)
60-69세 642(15.3) 복지서비

스수급 
경험

있음 2,964(70.9)
70세 이상 1,180(28.2)

없음 1,219(29.1)
평균 55.40세(최소 21, 최대 94)

사회보장
(현금복지)

급여수급

있음 1,324(31.7)
가구
형태

일반가구 3,498(83.6)

없음 2,859(68.3)취약가구 685(16.4)

정치
이념
성향

매우 보수 360(8.6)종교
있음 2,284(54.6)

없음 1,899(45.4) 보수 1,078(25.8)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1,762(42.1)
중도 1,918(45.9)

중소도시 1,720(41.1)
진보 728(17.4)농어촌 701(16.8)

매우진보 99(2.4)
학력
수준

중졸이하 1,850(43.4)

고졸 1,123(26.8)

성장/분배
태도

매우 친성장적 363(8.7)
전문대(재) 이상 1,245(29.8)

친성장적 1,692(40.4)

소득
계층

(욕구소득
비기준)

빈곤층 431(10.3)
친분배적 1,736(41.5)

저소득층 638(15.3)
매우 친분배적 391(9.3)

중위소득층 1,582(37.8)

수급자
태도

(게으름)

매우 동의 269(6.4)
상위소득층 1,532(36.6)

동의하는 편 1,304(31.2)최상위소득층 482(11.5)
보통 1,179(28.2)평균 2.8935(최소 0, 최대 34.22)

동의않는 편 1,277(30.5)

가구
소득(월)

100만원미만 658(15.7)

매우 동의치 않음 154(3.7)100~200만원미만 890(21.3)

복지정책
태도

매우선별적(빈곤층) 762(18.2)200~300만원미만 606(14.5)

선별적 1,248(29.8)300~400만원미만 584(14.0)

족종사 6.5%, 비경제활동 39.0%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의 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은 70.9%, 현금복

지의 수급 경험은 31.7%로, 예상보다 복지수급 경험율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 구

성에서 노령층 비중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의 정치이념 성향에 대한 응답 분포에서는 보수 34.4%, 중도 40.1%, 진보 19.8%로 응답

하여, 진보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비율이 15% 정도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렇지만,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는 친성장적 태도가 49.1% 친분배적 태도가 50.8%로서 유

사한 비율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도 “복지수급자의 부정적 

특성(게으르다)”에 동의하는 경우 37.6%, 동의하지 않는 경우 34.2%로, 찬반 태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복지정책(대상 범위) 태도에서는 “빈곤층만을 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선별주의적 복지태도는 48%,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

편주의적 복지태도의 비율은 3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선별주의적 태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n=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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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변수 빈도(%)

(대상범위
선별-보편)

보통 825(19.7)400~500만원미만 491(11.7)

보편적 472(11.3)500만원이상 954(22.8)

매우보편적(전체국민
)

876(20.9)평균 356 (최소 0, 최대 606)

2.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그렇다면, 금번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에서 확인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떠한 

모습일까? 다음 <표 4>는 빈곤원인 및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에 따른 응답 분포를 분석한 결과

로, 한국사회 사회구성원들의 빈곤 원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실태와 성향을 시사하여 준다. 

표의 분석결과에서 10개의 빈곤원인 항목 중 가장 높게 지지(적극 동의 및 동의)되는 빈곤원인 

항목은 당사자의 책임감 부족(90.1%)이었고, 다음으로는 노력 부족(89.9%), 절약 및 가계관리 등

의 태도 미흡(86.6%)으로 분석되어,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개인 책임과 관련된 측면들이 주요한 

빈곤원인으로 적극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가장 낮게 지지되는 빈곤원인 항목은 타고

난 능력의 부족(60.4%), 사회적 편견과 차별(62.7%), 교육기회 부족(66.3%), 개인적 불행 및 불운

(66.4%)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빈곤원인에 대한 사회구조의 책임 인식과 운명론적 인식은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표 4> 빈곤원인인식 유형별 분포  실태(n=4,183)

구분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태도
결여

노력
부족

책임감
부족

낮은
임금

교육기회
부족

일자리
부족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인적 
불운

능력
부족

질병
장애

적극반대
67

(1.6)

49

(1.2)

42

(1.0)

99

(2.4)

175

(4.2)

119

(2.8)

210

(5.0)

225

(5.4)

186

(4.4)

70

(1.7)

반대
492

(11.8)

372

(8.9)

373

(8.9)

594

(14.2)

1233

(29.5)

753

(18.0)

1351

(32.3)

1179

(28.2)

1470

(35.1)

733

(17.5)

동의
2109

(50.4)

2131

(50.9)

1937

(46.3)

2313

(55.3)

2114

(50.5)

2124

(50.8)

2034

(48.6)

1941

(46.4)

2014

(48.1)

2042

(48.8)

적극동의
1515

(36.2)

1631

(39.0)

1831

(43.8)

1177

(28.1)

661

(15.8)

1187

(28.4)

588

(14.1)

838

(20.0)

513

(12.3)

1338

(32.0)

평균 3.213 3.278 3.329 3.092 2.779 3.047 2.717 2.812 2.682 3.111

표준편차 .7062 .6699 .6777 .7414 .7139 .7561 .7586 .8134 .7423 .7414

유형평균 3.2729 2.9089 2.8681

  

한편, 세 개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평균치에서도 개인책임론의 평균점수는 3.27, 사회구조책

임론은 2.91, 운명책임론은 2.87로 분석되어,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보다 두드러짐을 

확인하여 볼 수 있다. 기존 관련 연구들에서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사회구조 책임의 

- 393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빈곤원인 인식이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반면 미국 및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는 개인책임의 빈곤

원인 인식 성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

은 대체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빈곤원인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 및 복지정책의 특성들에도 상

당한 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들(Feagin, 1972; Feather, 1974; Furnham, 1982a; Kluegel and 

Smith, 1986; Bullock et al., 2003)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복지발전의 

지체 양상은 사회 대중의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이 주된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 을 가

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3.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해당 사회의 특성에 따라 국가간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일

국 내에서도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 인식의 편차는 어떤 모습으로 분포하는 것일까? 빈곤원

인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개인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태도 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어떤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사회구성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MANOVA 분석방

법을 적용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및 종교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에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어 흥미롭다. 이는 곧 가구형태,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취업지위, 복지수급 경험 등의 인구사

회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이념, 복지태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태도 등의 개인적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빈곤원인 인식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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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 검증(MANOVA)

변수 Wilks’ lambda F 유의확률 η2 관측검정력

인구
사회
특성

성별 .999 1.096 .349 .001 .299

연령 .957 15.422*** .000 .015 1.000

가구형태 .995 6.765*** .000 .005 .977

거주지역 .994 4.008*** .001 .003 .975

종교 .999 1.967 .117 .001 .510

사회
경제
특성

학력 .974 18.460*** .000 .013 1.000

소득계층 .981 6.611*** .000 .006 1.000

가구소득 .976 6.812*** .000 .008 1.000

취업지위 .981 6.562*** .000 .006 1.000

복지
수급

서비스 수급 .995 6.650*** .000 .005 .975

현금급여 수급 .998 3.079* .026 .002 .723

가치
태도

정치이념 .977 16.649*** .000 .012 1.000

복지수급자태도 .964 25.467*** .000 .018 1.000

성장/분배태도 .987 17.741*** .000 .013 1.000

복지정책태도 .984 11.302*** .000 .008 1.000

* p<.05, ** p<.01, *** p<.001

한편, 분석결과에 나타난 변수들의 설명력(η2
)을 살펴보면*, 빈곤원인 인식의 편차에 높은 설

명력을 보이는 개인적 특성은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1.8%), 성장/분배에 대한 태도(1.3%), 정치

이념적 성향(1.2%) 등의 주로 가치태도 변수들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

원간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는 주로 개인의 사회의식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 

평가된다. 물론, 연령(1.5%) 및 학력(1.3%)의 설명력도 가치태도 변수들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으로 나타나, 사회구성원의 연령 및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는 세 개 유형으로 구성된 빈곤원인 인식 분포들이 어떠한 개인 특성 변수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MANOVA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 분석

결과는 어떤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서 개별 특성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제

한적이어서, 개별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차이 검증(ANOVA) 분석이 추가적으

로 요청된다. 

다음 <표 6>와 <표 7>은 ANOVA 분석 및 사후검증 분석의 결과들로, 이를 토대로 개인 특성

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MANOVA 분석결과에서 η2은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대한 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계
수치이다(양병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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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은 거주지역, 가구소득, 취업지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 변수들의 차이 검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농촌에 비해 도시

에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들에서, 고용주/자 업 등과 같이 취업지위가 높은 집단들에서 개인

책임 빈곤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개인책

임 빈곤원인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에서,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집단에서 개인책임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은 집단에서 개인책임 원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선별주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집단이 보편주의

적 접근을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개인책임론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 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다. 오히려, 양 극단으로부터 중간적 태도를 보이는 집

단에서 오히려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표 6> 개인 특성에 따른 개별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차이 검증(ANOVA)

변수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F η2

관측
검정
력

F η2

관측
검정
력

F η2

관측
검정
력

인구
사회
특성

성별 2.310 .001 .330 .003 .000 .051 .034 .000 .063

연령 2.144 .002 .639 28.519*** .027 1.000 3.663** .003 .883

가구형태 1.621 .000 .247 5.783* .001 .672 3.753 .001 .491

거주지역 9.120*** .004 .976 3.027* .001 .588 4.082* .002 .727

종교 .000 .000 .050 4.840* .001 .595 2.558 .001 .595

사회
경제
특성

학력 1.752 .001 .369 21.569*** .010 1.000 10.826*** .005 .991

소득계층 1.226 .001 .389 3.769** .004 .892 6.863*** .007 .994

가구소득 3.193** .004 .889 5.493*** .000 .992 3.788** .005 .940

취업지위 2.514* .002 .718 8.630*** .008 .999 2.696* .003 .752

복지
수급

서비스 수급 1.473 .000 .228 .000 .000 .050 11.019*** .003 .913

현금급여 수급 1.457 .000 .226 6.335* .002 .711 .583 .000 .119

가치
태도

정치이념 18.378*** .009 1.000 22.034*** .010 1.000 1.107 .001 .246

복지수급자태도 28.950*** .014 1.000 31.138*** .015 1.000 16.322*** .008 1.000

성장/분배인
식

26.457*** .006 .999 17.097*** .004 .985 .115 .000 .063

복지정책태도 14.924*** .007 .999 13.153*** .006 .998 17.435*** .008 1.000

* p<.05, ** p<.01, *** p<.001

다음, 사회구조에 빈곤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구조 책임론 인식은 성별과 복지서비스 수급

을 제외한 모든 개인 특성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곧, 50대이상 

연령층에 비해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 비해 고졸 및 전문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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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평균 F 평균 F 평균 F

성별
남(a) 3.28

2.310
2.90

.010
2.86

.115
여(b) 3.26 2.90 2.87

연령

30대 이하(a) 3.25

2.144

3.03

28.519***

a, b > c, d, e

2.82

3.663**

a < d, e

40대(b) 3.31 2.99 2.88

50대(c) 3.25 2.86 2.83

60대(d) 3.30 2.83 2.90

70대 이상(e) 3.25 2.82 2.89

가구형태
일반가구(a) 3.27

1.621
2.91

5.783*
2.86

3.753
취약가구(b) 3.24 2.86 2.90

거주
지역

대도시(a) 3.28
9.120***

a, b > c

2.92
3.027*

a, b > c

2.86
4.082*

a, b > c
중소도시(b) 3.29 2.91 2.88

농어촌(c) 3.19 2.86 2.82

종교
있음(a) 3.27

.000
2.89

4.840*
2.85

2.558
없음(b) 3.27 2.92 2.88

학력
수준

중졸 이하(a) 3.26

1.752

2.85
21.569***

a < b < c

2.89
10.826***

a, b > c
고졸(b) 3.29 2.90 2.88

전문대 이상(c) 3.25 2.98 2.80

소득
계층

빈곤층가구(a) 3.23

1.226

2.83

3.769**

a < c, d

2.95

6.863***

a, b > c, d, e

저소득층가구(b) 3.25 2.88 2.93

중산층가구(c) 3.27 2.93 2.86

상위층가구(d) 3.27 2.93 2.82

최상위층가구(e) 3.30 2.87 2.81

가구
소득(월)

(만원)

100만원미만(a) 3.22

3.193**

a, d < c, f

2.84

5.493***

a, b < d 

2.93

3.788**

a > d, e, f

100-200만원(b) 3.26 2.87 2.88

200-300만원(c) 3.30 2.92 2.88

300-400만원(d) 3.22 2.98 2.83

400-500만원(e) 3.28 2.93 2.83

500만원이상(f) 3.30 2.92 2.83

취업
지위

고용주/자 업(a) 3.32

2.514*

a > e

2.84

8.630***

a, e < b

2.84

2.696*

c > b

상용직(b) 3.26 2.99 2.82

임시/일용/자활(

c)
3.29 2.92 2.89

무급/실업(d) 3.27 2.89 2.88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층에서 사회책임론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주

지역이 도시지역일 경우에, 가구형태에서는 취약가구 보다는 일반가구에, 종교 보유와 관련하여

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일수록 사회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지위에 따

라서도 사회책임론 인식에 차이를 보 는데, 상용직은 고용주/자 업 및 비경제 활동에 비해 사

회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집단, 성장 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집단,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

가 부정적이지 않은 집단, 그리고 선별주의 복지정책 접근을 선호하지 않은 집단에서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표 7>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차이에 한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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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

평균 F 평균 F 평균 F

비경제(e) 3.24 2.87 2.88

복지서비
스
수급

있음(a) 3.26
1.473

2.90
.000

2.88
11.019***

없음(b) 3.28 2.90 2.82

현금급여
수급

있음(a) 3.28
1.457

2.87
6.335*

2.85
.583

없음(b) 3.26 2.92 2.87

정치이념
성향

보수(a) 3.34
18.378***

a > b, c

2.85
22.034***

a, b < c

2.88

1.107중도(b) 3.22 2.90 2.85

진보(c) 3.25 3.01 2.85

수급자
(부정적)

태도

부정적(a) 3.31
28.950***

a, b > c

2.82
31.138***

a < b, c

2.86
16.322***

b > a < c
보통(b) 3.31 2.97 2.93

긍정적(c) 3.18 2.95 2.81

성장/분
배
태도

친성장(a) 3.31
26.457***

2.87
17.097***

2.87
.115

분친배(b) 3.23 2.94 2.86

복지정책
태도

선별주의(a) 3.26
14.924***

a, c < b

2.86
13.153***

a < c < b

2.85
17.435***

a, c < b
중도(b) 3.36 2.98 2.96

보편주의(c) 3.23 2.92 2.82

* p<.05, ** p<.01, *** p<.001

끝으로, 운명론적 빈곤원인 인식도 제반 개인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60대 및 70대 이상 노령층,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 빈곤층 

및 저소득층 가구, 취업지위가 낮은 집단 등에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수급 경험 및 

가치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복지서비스의 수급 경험이 

있는 집단 및 복지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에서 운명론적 빈곤원인 인식이 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복지정

책 모두를 선호하지 않은 중간 집단에서 빈곤원인을 개인적 운명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어 흥미롭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들은 개인 특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이 상이하다는 서구의 관련 연구들

의 분석결과와도 일치되는 바로(Feagin, 1975; Furmham, 1982a; Kluegel and Smith, 1986; Lee et 

al., 1990;  Halman and van Oorshot, 1999; Hunt, 1996; Reutter et al, 2006; Norcia et al, 2010; 

Niemelä, 2008, 2011),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태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균일하지 않고 개인 및 집단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균열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의 복지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함에 있어 주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제기하는 바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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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요인

앞서의 분석결과들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책임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며, 빈곤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급 경험, 가치태도 측면들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지니는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의 결정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개별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

형들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되었는데, 주요 결

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에는 거주지역, 취업지위 등의 변수들과 함께 개인적 가치태도 

측면이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도 유의수준 0.10 수준에서 부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의 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한 

경우일수록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높고,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주/자 업에 비해 취업

지위가 낮은 상용직 및 비경제활동인 경우에 개인책임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개인책임론 인식의 결정에는 가치태도 변수들이 또한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보수적인 정치 성향, 친성장적 태도, 선별주의 선호의 복지정책 태도, 복지수급자

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의 가치태도를 지닌 경우일수록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다는 점을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은 대체로 서구의 관련 연구들과도 일치되나

(Halman and van Oorshot, 1999; Niemelä, 2008; Lepianka et al., 2010), 학력 및 가구소득의 

향은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여 흥미롭다. 곧,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책임 인식은 가구소득 및 

학력수준과 대체로 접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이들 변수는 별

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

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는 오히려 가치태도적 측면에 의해 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바로, 여타 국가들과는 상이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이 존재함을 시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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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빈곤원인인식 유형별 결정요인(OLS 회귀분석)

빈곤원인인식 유형  
  

    독립변수

개인책임론(n=4,182) 사회구조책임론(n=4,182) 운명책임론(n=4,182)

B Beta B Beta B Beta

인구
사회
특성

남성1) .010 .009 .001 .001 .017 .015

연령 -.001 -.043+ -.005 -.150*** .000 -.016

가구형태(취약가구)2) -.007 -.005 -.019 -.013 .021 .014

종교(있음)3) -.002 -.002 -.006 -.006 -.032 -.030+

거주지역4) - 대도시 .114 .104*** .015 .013 .072 .066**

            중소도시 .114 .103*** .016 .014 .090 .082***

사회
경제
특성

학력5) - 중졸 .019 .018 .003 .003 .068 .062*

        고졸 .022 .018 -.025 -.020 .065 .054**

욕구소득비 .004 .016 -.024 -.093** -.011 -.043*

취업지위6) - 상용직 -.052 -.038+ .062 .044+ .022 .016

        임시/일용/자활 -.038 -.028 .014 .010 .053 .039+

        무급/실업 -.033 -.015 .021 .009 .058 .026

        비경제활동 -.071 -.064** .011 .009 .034 .031

복지
경험

복지서비스 수급경험7) .010 .009 .019 .015 .048 .040*

현금급여 수급경험8) .005 .005 .014 .012 -.026 -.022

가치
태도

정치이념성향9) -.046 -.077*** .034 .056*** -.005 -.009

복지수급자 태도10) .058 .107*** -.029 -.052** .024 .045**

성장/분배태도11) -.047 -.067*** .024 .033* .001 .002

(보편)복지정책태도12) -.020 -.051*** -.001 -.003 -.014 -.036*

 상수 3.389*** 3.141*** 2.737***

R² .038 .041 .018

adjusted R² .033 .037 .013

F 8.134*** 9.348*** 3.978***

+ p<.10, * p<.05, ** p<.01, *** p<.001

  주 1) 성별의 기준변수는 여성.                        2) 가구형태의 기준변수는 일반가구.

     3) 종교의 기준변수는 종교 없음.                   4) 거주지역의 기준변수는 농어촌.

     5) 학력의 기준변수는 전문대졸 이상.               6) 취업지위의 기준변수는 고용주/자 업.

     7) 복지서비스경험의 기준변수는 경험 없음.         8) 사회보장수급경험의 기준변수는 경험 없음.

     9)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성향임.              10)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음.

    11) 점수가 높을수록 친분배적임.                   12)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지지적임.

한편, 사회구조 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서는 연령 및 가구의 경제수준(욕구소득비), 취업지위와 

함께 가치태도 변수들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인책임 인식의 경우와

는 상이한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곧, 사회책임론 인식의 경우에는 연

령이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사회구조 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욕구소득비)은 부적(-) 방향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책임의 원인 인식이 높고 고소득계층

일수록 사회책임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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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책임 인식에 대한 가치태도 측면의 향은 개인책임 인식과는 상반되게 나타나 특히 

주목되는데, 진보적 정치성향, 친분배적 태도, 복지수급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의 가치태도를 

지닐수록 사회구조 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치태도에 따라 사회구성원

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끝으로,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종교 보유,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복지수급 등의 다

양한 개인적 특성들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 분석결과에서는 도시지역 

거주자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원인을 개인적 불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또한, 취업지위(임시일용) 및 경제적 수준 등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빈곤 원인을 개인적 불운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한편, 복지

서비스 수급 경험도 운명론적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들 변

수의 향은 복지서비스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경우일수록 빈곤원인을 개인적 불운으로 여기는 성

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수급하는 상황 혹은 사건이 불운 혹은 운명을 탓하

는 성향을 높이는데서 비롯한 결과라 보여지지만, 예상치 못한 생애주기 상황(장애, 질병 발생 등)

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데서 이와 같은 관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운명책임 인식의 결정에는 가치태도 측면도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개인책임 및 사회책임의 인식들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장/분배 태도 등의 변수들은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치태도 변수들의 향이 일부분 상이함을 보여준다. 반면, 

운명책임 인식에는 오히려 복지수급자 및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치태도와 운명책임 인식의 상호관계는 상반되게 해석될 수도 있어 

보다 세 한 추가 분석들이 요청되는 바이다. 곧,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의 선호가 운명책임 빈곤원인 인식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빈곤을 개인 운명으로 

여기는 인식이 복지수급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선별주의적 정책접근을 선호하게 할 수도 있

어, 이들간 상호 인과관계의 규명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4절의 분석결과들은 한국사회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양상을 보여주는 

바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따라 개인 특성의 향이 상이하다는 점과 더불어 개인적 특성에 따

라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균열이 존재함을 제기하여 주는 바라 평가된다. 특히, 가치태도의 측

면들은 모든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에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문화

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환기하는 바로, 한국사회에서도 복지국가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변화에도 적극 주목하여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Ⅴ. 결론 : 요약  함의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특히 빈곤원인 인식은 국가의 사회복지체제의 특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 및 빈곤층 행태, 빈곤대책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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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게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구에

서의 관련 연구들을 참조로 금번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

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들을 분석, 규명하고자 하 다. 금번 8

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부가 조사에는 빈곤원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10개 항목들에 

대한 자료들이 수집되었는데, 이에 조사대상자의 가구 및 개인 특성 자료들을 결합하여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결정 양상을 분석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은 

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론 인식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 가지 인식 유형들의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책임 인식들이 가장 

높게 지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반면 개인적 불운 등을 원인으로 인식하는 운명론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빈곤원인 항목들의 분포에서 가장 높게 

지지된 빈곤원인 항목은 ‘책임감 부족(90.1%)’이었고, 다음으로는 ‘동기 및 노력의 부족

(89.9%)’, ‘적절한 습관 및 태도의 결여’(86.6%) 등 이었다. 반면 ‘타고난 능력의 부족

(60.4%)’, ‘특정 계층 및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62.7%)’ 등은 가장 낮게 지지되는 빈곤원인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주요하게 확인된 점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빈

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론 인식이 높다는 점으로, 이는 서구 유럽복지국가들과는 상이한 양상이

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미국, 호주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주로 개

인책임 빈곤원인 인식이 두드러지는 반면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사회책임 인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국가 유형의 일련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유형 분포는 중요한 학술적, 정치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곧,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과 저발전에는 사회 대중들에게 높게 수용, 지지되는 개인책임 빈곤원인 인식

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일 수 있음을 제기하여 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변화들이 요청된다는 점을 주요하게 시사

하여 준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 및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등에 따라 빈곤원인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분포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 빈곤 인

식에서도 사회적 균열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책임 인식의 분포 양상(고소

득 집단, 고용주/자 업의 취업지위, 보수성향, 친성장주의)과 사회구조책임 인식의 분포 양상(40

대 이하 연령층, 상용직, 진보성향, 친분배주의)은 상반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여, 사회집단들

에 따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격차가 상당함을 제기하여 준다. 최근 복지이슈를 둘러싼 한국사

회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 양상에는 사회집단들간의 이와 같은 빈곤인식 및 복지의식의 격차 또

한 주요하게 관련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빈곤원인 인식의 균열 양상은 

한국사회의 복지정치 역동성을 이해함에 있어 주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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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따라 결정양상

이 상이하다는 점과 함께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은 서구 국가들과는 일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 국가들의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

적 지위 특성, 가치태도적 측면들이 공히 주요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 비해, 

한국사회에서는 사회경제지위 특성의 향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가치태도 측면의 중요한 작

용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빈곤 혹은 복지문제 등에 대한 대중의 태도

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정치적 성향 및 사회적 가치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상황임을, 또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빈곤 및 복지문제들이 사회계층과 관련된 이슈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성향이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높은 편임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성향이 어떠한 사회적 기제들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사

회문화적 성향이 한국의 복지발전 과정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등의 관련한 의문들은 추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인 표본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

해 한국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분포, 이의 결정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일조하 다는 점에서 일련의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음 또한 주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먼저, 대중들의 빈곤원인 인식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감안

하면, 일개 년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만으로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규정

짓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단 

데이터들을 활용한 추후 연구 분석들이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인식 조

사자료는 60대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실제 빈곤원인 인식 양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 인

식은 연령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원인 인식의 실제를 재

차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 연구들이 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타 국가들

과의 상이한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 한국사회 복지체제의 특성과 빈곤 인식의 관련성 또한 본 연

구에서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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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 의 신뢰결정 요인과 복지 여수 자의 사회  신뢰의 수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신뢰 또는 일

반화된  신뢰 등으로 불리원지고 있는 대인신뢰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국가의 잠재성장률 및 사회통합 제고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연구

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신뢰에 대한 실증 분석은 World Value Survey 같은 국가별

로 시행되는 국제규모의 인식조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식조사의 특성상 개인과 가

구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 한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고 국가별 세

부적인 복지제도를 조사에 반 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의 풍부한 가구 및 개인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대인신뢰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들의 신뢰수준을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제도

의 대인신뢰 제고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신뢰형성에는 교육과 18세미만 부

양 아동수, 공적이전액, 인터넷 사용 등이 분석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도별 신뢰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복지제도 수급자의 신뢰수준이 

비수급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교집단을 통계적으로 처리집단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적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능력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자의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신

뢰수준 결정요인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시수준의 자료활용 제한에 

따른 측정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Ⅰ. 서론

최근 사회적 자본의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이라 하 다(Putnam, 1993: 167; 김상준, 2004 재인

용). 사회적 자본에 있어 신뢰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인데, Roth(2007)는 신뢰를 특수화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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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화된 신뢰 또는 사회적 신뢰(generalized trust or social trust)로 나누

고 있다. 특수화된 신뢰는 잘 알고 지내는 동료,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사회적 신뢰, 대인신뢰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 일반화된 신뢰는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

를 의미한다(이병기, 2009). 일반화된 신뢰를 얕은 신뢰라고도 하는데, 친지나 친구의 범위를 넘

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로 확대된 신뢰이다. 반면 두터운 신뢰라고도 하는 특정화된 신뢰는 자

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 혹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 국한된 신뢰이다. 사회적 자

본을 구성하는 신뢰는 바로 일반화된 신뢰이다(박종민, 2007).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경제학 분야에서는 신뢰

가 경제활동의 거래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해 왔다(이동원, 

2013). 그리고 신뢰(Trust)나 규범(Civic Norm)이 개인의 소득증가 또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

는 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의 거래비용을 줄이고(Algan and Cahuc 2010; Coleman 1990; Knack and Keefer 1997; La 

Porta et al. 1997) 개인 소득 또는 국가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Knack & 

Keefer, 1997; Zak & Knack, 2001; Berggren et al, 2007)들이 보고되고 있다(원종욱 외 , 2012; 이

동원, 2013) 

신뢰의 결정요인 및 신뢰가 사회통합 또는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

들은 주로 해외에서 실시된 조사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관련 조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통 사회적 신뢰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미시적 자료보다는 

제도적 또는 거시적 차원의 변수를 주로 활용하거나 이러한 자료들과 미시적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그중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 WVS) 자료가 폭 넓게 활용되고 있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반화된 신뢰, 즉 대인신뢰의 결정요인을 한국복지패

널을 활용하여 파악하는데 있다. 물론 한국복지패널자료는 국내의 복지 및 경제실태를 조사한 미

시자료이기 때문에 대인신뢰 결정요인에 있어 근본적인 분석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World Value Survey 등의 조사에서는 미시적 자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신뢰결

정에 대한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의 요인이 상당부문 간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풍부한 개인 및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을 파

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제도가 대상자의 인식중 대인신뢰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즉,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대상자들의 대인신뢰 수준에 대해 비교집단에 비교해 볼 때 어

떠한 성과를 미쳤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

제 대상자들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연구방법

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로짓분석을 통해 성향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집단

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신뢰수준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뢰

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2008년 복지제도 

수급자들의 신뢰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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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신뢰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복지제도별 수급자의 신뢰수준을 파악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수준은 해당제도의 속한 각 개인들이 신뢰수준의 합이므로 집합체적 의미의 신

뢰라 할 수 있다. 즉 해당 정책대상 집단의 사회적 대인신뢰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수준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개편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표적인 근로빈곤층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 또는 성과에 대한 

연구에 있어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측면을 환기시키는 측면이 크다. 지금까지 통합급여 형태로 운

되어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 욕구 역별 급여로 분리되어 운 되어지는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그리고 수급자들

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 및 탈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2008년

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도 노동공급 및 소득 증대 효과 그리고 탈빈곤 등의 효과성에 대

한 연구는 상당부문 이루어졌지만 두 제도가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향을 준실

험적 방법을 활용한 엄정한 접근방법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결정요인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들에 대해 준실험적 방법을 적용한 비교집단 설정을 해한 대인신뢰 수준 제

고에 대한 효과성 즉, 두 제도의 대상자들과 비교집단의 신뢰수준 비교와 수급이후 신뢰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 있다.  

Ⅱ.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대인신뢰 결정요인과 주요 저소득층 지원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

세제의 대인신뢰 제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와 7차 자료를 이용하 다. 

한국복지패널은 개인과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패널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조사로 2006년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13년 현재 8차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 인구센세스 90%에 해당되는 조

사구가 모집단이며 섬과 특수시설이 제외되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패널가구의 전국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화집락계통 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전국 446조사구에서 7,000가구를 표본으

로 선정하 으며 7,000가구중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60이상인 3,500가구

를 표본으로 선출하 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8차 조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5,732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 다. 이 가구들 중에서 원표본가구는 5,271가구인데 원표본 유지

율이 약 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신뢰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를 이용하

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인신뢰 형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복지패

* 관련 내용은 강신욱 외,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와 8차 연도 조사자료 User‘s Guide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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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4차 자료와 함께 7차 자료도 함께 활용하 다. 그리고 가구 및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해야 하므로 가구와 개인 의 결합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신뢰에 대한 설문자료는 복지패널 

1차, 4차, 7차 조사에 수록되어 있지만 아래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1차 자료와 4차 및 7차 

자료의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1차 조사의 경우 조사초기라 설문조사 방법이 안정화되지 

못하 고, 1차 조사와 2~7차 조사의 수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동질성 유지의 차원에서 1

차 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표 1>  조사별(1차, 4차 7차) 인신뢰 여부 결과 
(단위 : %)

 설문                    Wave 1차 4차 7차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43.3 53.3 50.6 

2. 매우 조심해야 한다 45.8 39.0 44.4 

3. 잘 모르겠다. 11.0 7.7 5.1 

전체 100.0 100.0 100.0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문은 복지패널 4차 조사부터 수록되어 있으며, 4차 조사의 경우는 근로

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사가 진행된 2009년의 급여 신

청여부를 물어보고 있다. 급여가 지급된 2009년의 여건을 조사한 5차 조사의 경우 2008년에 수록

된 조사항목과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령여부, 수급한 급여의 사용현황,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설문이 조사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첫 번째 급여는 2009

년 5월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9년 9월에 급여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2008년 시행된 제도의 수급

여부는 2009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지만 제도수급을 위한 대상자들의 제반 선택은 2008년에 결

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급결정요인을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후 근로장려세제 

수급자들의 대인신뢰 제고효과에 대한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구하 고 시간 불변의 교란항을 제거하기 위해 처리시점 자

료인 4차 자료를 기준으로 7차 자료를 결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하지만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신청자들을 대상으

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 복지급여 수급자라고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복지급여 

수급이란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굳이 2009년의 수급자료를 2008년 자료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수고

를 감수하는 것과 이미 근로장려세제 신청을 위해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한 대상자들의 행위역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신청자들로 분석범

위를 확대하 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관련, 본 분석의 성과변수는 일반화된 신뢰, 즉 대인신뢰수준이다. 분석

*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신규 수급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수급자 발굴 측면이 큰 반면에 근로장려세제의 경
우 대부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수급이 결정되므로 이들의 신청 후 수급과 탈락으로 인한 대인신뢰수준의 변화도 
제도의 효과성 파악 및 제도 보완 측면에 있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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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로 응답한 경우 1로 표기하 고 무응답 및 응

답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0으로 표기했다. 이는 대인신뢰 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으로 대인신뢰의 분포 및 로짓분석을 통한 신뢰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상당이 용이한 형태의 

변수를 제공해준다. 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들로는 성별, 연령, 학력, 혼

인상태, 가구내 18세 미만 부양아동수, 종교유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합친 

개념의 1차소득, 공적이전과 사적이전, 지역구분(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인터넷 사용여부, 근

무 사업장의 위험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변수들이지만 

분석의 목적상 거시수준의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신뢰형성에 큰 향을 미치는 각종 의식적 

요인들(법에 대한 자세, 사회적 연대 등)의 경우 활용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는 

적지 않은 한계점점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제도의 대인신뢰 제고 효과성 파악을 

위해서는 먼저 제도별 수급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제

도 수급의 주요 원인을 연령, 성별, 학력, 본인의 장애 및 장기질환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함

께 가구원수, 18세 미만 부양 아동수, 65세 이상 부양 노인수,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 가구원 또는 

장기질환 가구원 등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결정요인과 유사하지만 독립변수로 투입 시 내생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18세 미만 아동수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뢰수준의 결정은 국가

적 수준의 변수 및 거시경제 변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분석은 불가능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World Value Survey와 같은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이 동시에 포

함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WVS로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수

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두 자료를 병행 및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상당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분석방법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대인신뢰 수준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 다. 본 연구에서 신뢰

의 인과관계 및 복지제도수급의 인과관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 

종교유무, 결혼상태, 장애 및 장기질환 여부, 거주지역 등 주요변수들에 대해 대상별(전체표본, 복

지급여비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근로장려세제제 신청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인

신뢰수준 분포를 파악하 다.  

개인수준의 신뢰결정요인은 이항선택모형(logit)을 통해 구하 다. 종속변수인 신뢰여부는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뢰한다 = 1”, “신뢰하지 않는다 = 0”으로 입력되어있다. 신뢰의 결정요

인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연령의 제곱, 학력, 직업 등의 변수들과 가구원수 및 

부양아동수 그리고 1차소득과 같은 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된다. 신뢰 관련 기존 

연구는 법제도, 단체 활동,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신뢰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제시했지만 대

* 해당 부문은 향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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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내생성을 문제를 가지고 있다(이동원 , 2013). 대인 신뢰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제도적 요인

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신뢰여부와의 상호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이 우려되

어 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실제로 신뢰수준이 높아 제도를 선택했는지, 제도로 인해 신뢰수준

이 제고되었는지를 구분하여 이에 맞는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현실에서는 제

도의 향과 신뢰의 향이 순환적인 구조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내

생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신뢰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대상을 전체

표본과 근로능력자 그리고 근로무능력자(근로미약포함)로 구분하여 추정하 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근로능력자의 경우 경제활동과 관련한 특성들일 신뢰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

기 때문이고 최근의 복지제도 동향을 보았을 때 고용연계복지가 강화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계

층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되고 이에 대한 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회신뢰의 결정요인에 있어 내생성의 문제를 완벽히 피해 갈 수 없듯이 제도의 효과성 평가

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비모수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칭을 통한 성과평가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준실

험적 연구방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사회실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

성 평가 방법에는 사회실험과 준실험적 방법(quasi-experimental method)이 있다*. 먼저 사회실험

은 정책 또는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을 무작위 메커니즘에 의해 복수의 집단에 배정한 

후 이들 집단을 사업을 실시하는 처리집단과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사업

실시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이석원, 2003; 임완섭, 2012 재인용). 준실험적 방

법(quasi-experimental method)은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프로그램 참가자, 프로그램 비

참가자, 다른 시기 참가자를 이용하여 참가자의 프로그램 비참가시기의 성과를 추정하는 방법으

로 프로그램 참여를 제외하고는 처리집단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

이 연구방범의 핵심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매칭(matching)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

모수적 추정법인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한 매칭 방법을 적용하 다.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매칭 절차는 처리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균형이 달성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

행하는 성향점수의 추정과, 균형이 달성되었을 경우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매칭작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로짓모형으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을 추정한다. 로짓 모형은 처리집단을 

1로 비처리집단을 0으로 코딩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및 수급 결정요인 변수들을 사용

하여 성향점수로 사용될 조건부 확률 값를 추정한다. 성향점수를 추정한 후에는 처리집단과 비교

집단간의 매칭을 실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거리 이웃(nearest-neighbor)'을 이용한 일

대일 매칭과 ’Mahalanobis distance‘를 활용한 매칭방법을 적용하 다. 매칭에 사용되는 성향점수

는 양의 실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에 필요한 유효거리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caliper‘라 한다. caliper를 얼마만큼 설정하라는 기준은 없지만 본 연구는 통상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0.0005를 캘리퍼의  값으로 활용하 다. 일반적으로 캘리퍼의 값을 적게 할

* 이하의 내용은 임완섭(2009), 임완섭(2012)의 분석방법을 수정ㆍ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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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매칭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만큼 유실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져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그리고 매칭과정에서 비교집단의 경우 대체를 허용할지 또는 허용하

지 않을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비교그룹에서 0일정한 수의 참가자와 매칭된 비교대상을 다시 사

용하지 않는 경우 비교그룹과 처리집단 개인들 간이 성향점수 차이는 매우 작아지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최근거리 이웃(nearest-neighbor)'을 활용한 매칭에서는 대체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Mahalanobis distance‘ 활용한 매칭에는 대체를 허용하여 매칭을 실시하 다. 매칭을 실시한 이

후, 단순히 프로그램 시행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평균처리

효과(ATE : Average treatment effect)가 아닌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T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를 구하여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차이를 통한 대인신뢰 수

준의 차이를 파악한 후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관찰되지는 않지만 시간불변의 교란항을 제어

하여 대인신뢰 수준의 시간적 변화에 인한 성과차이를 파악하 다.    

   

    ㆍ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 ATE)

         E(y) = E( y 1 －  y 0)  = E( y 1) - E( y 0)

    ㆍ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for the treated : ATT)

         E( y 1－ y 0| d = 1) =  E( y 1| d= 1) － E( y 0| d = 1)

Ⅲ. 분석결과

1. 기술분석 결과

주요 별수별로 대인신뢰 응답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술분석은 변수별 대상별 대인신뢰 

수준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직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단순한 기술 분포 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특성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아래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의 53.3%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만하다”라고 응답하 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를 수급하지 않는 복지급여비대상자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약 0.5%p 높은 53.8%를 나타내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가장 낮은 41.4%를 나타내었고 근로장려세제 신청자

의 경우 51.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개인단위의 주요 변수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대

인신뢰 수준이 51.7%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지 않는 복지급여비대

상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0.1%p 높은 51.8%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경우 43.4%로 가장 낮은 대인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55%로 가장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전체표본과 복지급여비대상자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응답’(대인신뢰)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와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대인신뢰의 분포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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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복지급여비대상자 국기초 근로장려세제

성별
여성 51.7 51.8 43.4 55.0

남성 55.1 55.9 39.0 47.0

연령대
20대이하 51.1 51.7 29.9 47.0

30대 55.1 55.6 35.1 51.7

40대 59.0 59.6 47.6 54.7

50대 51.3 51.8 42.5 45.9

60대이상 48.4 48.7 43.1 50.0

학력 초졸이하 45.0 44.8 45.4 48.0

중졸 47.6 48.2 28.9 61.2

고졸 52.3 52.4 44.5 51.8

대졸이상 61.1 61.7 26.1 47.3

결혼상태 유배우 55.3 55.8 40.9 49.9

사별,이혼,별거 47.5 46.6 48.0 61.9

미혼 50.4 51.2 30.5 46.2

장애여부 비장애인 53.7 54.1 37.6 51.6

장애인 48.8 48.2 50.4 50.0

표본의 경우 대인신뢰 분포가 높아지다 40대를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복

지급여 비대상자의 경우에도 같은 추이를 보이지만 복지급여수급자들의 경우 40대를 정점으로 

50대에 급격히 하락하다 60대에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별로 다르지만 대체

로 40대까지는 대인신뢰 분포가 높아지다 그 이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력의 경우 전체표본과 복지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인신뢰 분포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복지급여수급자들의 경우 그러한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상태

를 보면 전체표본과 복지급여비대상자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가 대인신뢰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복지수급자들의 경우 사별, 이혼, 별거의 경우 사회적 신뢰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여부에서는 복지급여 비대상자의 경우 비장애인들의 대인신뢰 분포가 높았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장애인의 신뢰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장기질환자의 경우 대

상구분에 상관없이 장기질환이 없을 때 대인신뢰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

업자일경우가 비취업상태일보다 모든 경우에서 대인신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경제활동상

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복지급여비대상자의 경우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대인신뢰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대인신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

급자의 경우 실업자의 대인신뢰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복지급여 비대상자의 경

우 종교가 없는 경우 대인신분포가 높았으며,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대인신

뢰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 지역이 대상에 상관없이 대인신뢰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특성별 신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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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복지급여비대상자 국기초 근로장려세제

장기질환여부 장기질환 없음 54.6 54.8 44.1 52.2

장기질환자 50.6 51.4 40.1 49.2

취업여부 비취업자 49.7 50.4 40.4 46.8

취업자 55.6 55.8 44.0 53.8

경제활동상태 상용 및 임시근로자 57.0 57.2 42.3 51.6

일용 및 무급가족 51.1 50.7 45.3 63.5

고용 및 자 업자 54.8 55.0 41.7 49.1

실업자 48.8 48.6 38.1 56.7

비경제활동인구 49.8 50.6 40.4 44.4

종교유무 종교 없음 53.8 54.4 39.1 50.0

종교 있음 52.8 53.1 43.5 53.2

지역 서울 52.2 52.7 40.0 49.3

광역시 53.3 54.2 40.5 46.0

시 53.6 53.9 39.6 55.4

군 54.8 54.9 53.1 55.6

전체 53.3 53.8 41.4 51.4

2. 인신뢰 결정 요인 분석결과

대인신뢰의 결정요인을 로짓(logit)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전체표본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일 때, 연령이 높아질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으로 구성된 

1차소득이 증가할 때, 그리고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적이전이 증가할 때 대도시 기준으로 군지역

일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대인신뢰 확률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예

상과 달리 부(-)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신뢰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체표본의 

계수의 부호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미성년이 부

양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이전이 증가 할수록, 대도시 기준으로 군일 경우, 1차소득이 증가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대인신뢰 확률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위험한 사업

장에서 근무한 경우 대인신뢰 확률이 낮아졌으며, 학력의 경우도 대졸기준으로 모든 학력에서 대

인신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대한 변수값중 대졸이상의 경우가 대인

신뢰 수준이 가장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신뢰결정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대졸기준으로 고졸인 경우, 공적이전과 사회보험금 수령액을 합친 이전금액이 

높아질수록, 대도시 기준으로 시와 국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겨우 대인신뢰  확률이 유의미

한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고학력일수록 대인신뢰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며, 

대도시에 비해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대인신뢰 확률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여

부의 경우 신뢰형성에 필수적 요소인 사회네트워크 구성에 핵심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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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신뢰 전체 근로능력자
근로능력미약자 및

근로무능력자
성명변수 Coef. S.E. dy/dx Coef. S.E. dy/dx Coef. S.E. dy/dx

상수항 _cons -0.877 *** 0.236 　 -0.922 *** 0.266 　 -2.684 　 1.252 　

성별(남성=1) d_sex 0.036 * 0.049 0.009 # 0.084 　 0.053 0.021 # -0.059 　 0.125 -0.015 #

연령
연령 age 0.024 *** 0.009 0.006 0.029 ** 0.011 0.007 0.049 　 0.037 0.012 

연령*

연령
ageag

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학력
(대졸기준)

초졸
이하

edu10 -0.488 *** 0.095 -0.121 # -0.506 *** 0.107 -0.126 # 0.372 　 0.297 0.092 #

중졸 edu20 -0.410 *** 0.094 -0.102 # -0.387 *** 0.101 -0.097 # 0.387 　 0.316 0.097 #

고졸 edu30 -0.282 *** 0.062 -0.070 # -0.275 *** 0.064 -0.068 # 0.521 * 0.308 0.129 #

혼인상태
spous

e0
0.028 　 0.050 0.007 0.045 　 0.059 0.011 -0.015 　 0.093 -0.004 

18세 미만 아동수
child1

8n
0.096 *** 0.028 0.024 0.095 *** 0.031 0.024 0.057 　 0.084 0.014 

종교유무
religi

on
-0.047 　 0.048 -0.012 # -0.034 　 0.052 -0.008 # -0.150 　 0.107 -0.037 #

1차소득
(근로+사업+재산소득)

min1 0.000 * 0.000 0.000 0.000 　 0.000 0.000 

공적이전1

(사회보험제외)

inpub

1
0.000 ** 0.000 0.000 -0.001 ** 0.000 0.000 

공적이전2

(사회보험포함)

inpub

lic
0.000  *** 0.000  0.000  

사적이전
(가족친지간이전)

prin2 0.000 　 0.000 0.000 

지역
(대도시기준)

시
regio

n1
0.049  　 0.051  0.012  # 0.027  　 0.055  0.007  # 0.270 ** 0.118 0.067 #

군
regio

n2
0.262 *** 0.067 0.064 # 0.210 *** 0.076 0.052 # 0.598 *** 0.133 0.148 #

인터넷사용여부 inter1 0.433 *** 0.076 0.108 # 0.396 *** 0.081 0.099 # 0.473 ** 0.220 0.118 #

사업장의 위험도 
여부

dange

r1
-0.263 *** 0.087 -0.065 #

표본수  11999  9577  2422

Log 

pseudolikelihood 
 -8090.3416  -7201.0997  -861.68868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Pseudo R2  0.0192 0.0211 0.0220

모두 유의미한 범위에서 대인신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의 경우 전체표본과 

근로능력자 표본의 경우 공적이전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능력미약자 및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사회보험금수령액을 포함한 공적이전의 경우에만 유의

미한 범위 내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종교변수의 경우 모두 대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

지 못하 는데 이는 종교 구분코드가 단지 종교 유무로 되어 있어 선행연구들과 같은 종교별 특

성을 반 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회적 자본 분석에 있어 관련 코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개인수 의 인신뢰 결정요인(Binary Logit) 추정결과

# :  dy/dx is for discrete change of dummy variable from 0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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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수  결정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수급결정요인을 Logit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대체적으로 직관적인 예상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결

정요인을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대졸을 기준으로 초졸이하, 중졸, 고졸 모두에서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에 정(+)의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났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와 장기질환

이 있는 경우 수급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비해 시나 군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때에 비해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

인 경우 수급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수급확률은 낮아졌으

며, 18세 미만 부양아동수가 증가할수록 수급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가구원

이 있는 경우와 본인을 제외한 장기질환자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투입된 변수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내생성을 피하기 위해 수급자격 요건이기도한 18세 미만 아동수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가 있는 경우, 대도시에 비해 군

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것에 비해 미혼인 경우 유의미한 범위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이 대졸이상의 학력인 경우, 유배우의 비해 사별ㆍ이혼ㆍ

별거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장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우의미한 범위에서 근로장려세

제 수급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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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국민기 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수 결정요인(Binary Logit) 추정결과

제도별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설명변수 Coef. S.E. dy/dx Coef. S.E. dy/dx

상수항 _cons - 4.269  *** 0.621  　　 - 1.528  ** 0.616  　　

성별(남성=1) d_sex 0.058  　 0.106  0.001  # 0.153  　 0.105  0.004  #

연령 age - 0.005  　 0.019  0.000  　 - 0.081  *** 0.027  - 0.002  　

연령*연령 ageag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학력수준
(대졸기준)

초졸이하 edu10 2.001  *** 0.267  0.060  # 1.315  *** 0.203  0.051  #

중졸 edu20 1.839  *** 0.259  0.056  # 1.126  *** 0.185  0.042  #

고졸 edu30 1.446  *** 0.250  0.026  # 0.836  *** 0.141  0.023  #

본인의 장애여부(있음=1) disabled 1.323  *** 0.119  0.035  # - 0.171  　 0.213  - 0.004  #

본인의 장기질환여부(있음=1) dise 1.038  *** 0.143  0.019  # 0.242  * 0.132  0.006  #

거주지역
(대도시기준)

시 region1 - 0.305  *** 0.110  -0.004  # - 0.159  　 0.108  - 0.004  #

군 region2 - 0.384  *** 0.125  -0.005  # - 0.580  *** 0.155  - 0.011  #

혼인상태:

(유배우기준)

사별,이혼,별
거

spouse1 1.285  *** 0.132  0.032  # 0.808  *** 0.169  0.027  #

미혼 spouse2 0.945  *** 0.220  0.017  # - 2.327  *** 0.242  - 0.043  #

가구원수 fnum - 0.709  *** 0.054  -0.010  　 0.293  *** 0.047  0.007  　

18세 미만 아동수 child18n 0.795  *** 0.090  0.011  　 　　 　 　　

65세이상 노인수 old65n - 0.324  *** 0.094  -0.005  　 - 0.111  　 0.102  - 0.003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 가구원 여부

disay 1.202  *** 0.120  0.028  # 　　 　 　　

봉인을 제외한 장기질환자 
가구원 여부

disey 0.509  *** 0.122  0.007  # 　　 　 　　

표본수 13440  13408

Log pseudolikelihood  -1662.8956 -1977.1663

Prob > chi2  0.0000 0.0000

Pseudo R2  0.2309  0.0884

# :  dy/dx is for discrete change of dummy variable from 0 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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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별 인신뢰 제고효과 

앞에서 추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결정요인 결과를 토대로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ATT)를 구하 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복지패널 4차 자료를 활

용하여 처리집단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원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비교집단 설정을 위해 이항로짓 분석을 통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추정하

다. 이렇게 구한 성향점수를 이용하여 ‘최근거리 이웃(nearest-neighbor)’과 "Mahalanobis 

Distance"를 활용한 일대일 매칭을 실시하여 비교집단을 구성한 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성

과의 차이를 구하 다. 먼저, 최근거리 이웃(nearest-neighbor)을 활용한 대인신뢰 분포 즉 “대부

분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고 응답한 경우의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평균처리 효과를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대인신뢰정도는 매칭 전 처리집단의 대인신뢰도는 0.43에서 

매칭 후 0.428로 다소 감소되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0.526에서 0.482로 대폭 감소되었다. 처리집단

과 비교집단을 비교해 보면 대인신뢰는 처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ahalanobis Distance를 활용한 경우도 5.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의 결과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듯이 매칭 후 전체수급자, 근로능력자수급자, 근로미약 및 근로무능력 수급자 등 모

든 부문에서 비교집단의 대인신뢰수준이 처리집단의 대인신뢰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횡단면 자료의 가능한 최대한 정보를 활용한 경우 기초생화보장제도 수급자의 대인신뢰는 비

교집단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불편의 교란항의 경우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제어

할 수 있어 뒷 부문에서 전체 대상과 근로능력자 대상의 신뢰제고 효과를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 효과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매칭방법 매칭전후 처립집단(A) 비교집단(B) (A) - (B) S.E. T-stat

전체

Nearest Neighbor
Unmatched 0.430 0.526 -0.096 0.019  -5.12

ATT 0.428 0.482 -0.054 0.027  -1.98

Mahalanobis 
Unmatched 0.430 0.526 -0.096 0.019  -5.12

ATT 0.433 0.488 -0.055 0.029  -1.87

근로능력자

Nearest Neighbor
Unmatched 0.402 0.530 -0.128 0.027  -4.70

ATT 0.386 0.503 -0.117 0.040  -2.90

Mahalanobis
Unmatched 0.402 0.530 -0.128 0.027  -4.70

ATT 0.397 0.480 -0.083 0.041  -2.04

근로미약 및 
무능력자

Nearest Neighbor
Unmatched 0.455 0.509 -0.055 0.027  -2.02

ATT 0.442 0.561 -0.119 0.039  -3.06

Mahalanobis
Unmatched 0.455 0.509 -0.055 0.027  -2.02

ATT 0.453 0.531 -0.078 0.04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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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신청자들로 구성된 처리집단과 통계적 방법으로 구성된 비교집단과 신뢰

수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체 근로장려세제 신청자에서 비교집단보다 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하 다. 근로능력자만을 선택한 경우에는 

Mahalanobis Distance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를 구한 경우 처리집단의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의 신

뢰수준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집단에 대한 처리효과는 시간불편

의 교란항의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 역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

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다. 

〈표 7〉 처리집단에 한 평균처리 효과 : 근로장려세제 신청

근로장려세제 매칭방법 매칭전후
처립집단(A

)
비교집단(B) (A) - (B) S.E. T-stat

전체

Nearest Neighbor
Unmatched 0.525 0.520 0.005 0.024  0.19

ATT 0.525 0.516 0.009 0.033  0.26

mahalanobis
Unmatched 0.525 0.520 0.005 0.024  0.19

ATT 0.525 0.512 0.013 0.035  0.36

근로능력자

Nearest Neighbor　
Unmatched 0.526 0.525 0.001 0.025  0.03

ATT 0.526 0.517 0.010 0.035  0.28

mahalanobis
Unmatched 0.526 0.525 0.001 0.025  0.03

ATT 0.526 0.467 0.059 0.037  1.60  

처리집단의 평균처리효과(ATT)에서 매칭방법중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매칭방

법의 성과를 기준으로 전체집단과 근로능력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를 처리집단으로 

한 경우 4차 연도 42.8% 던 대인신뢰분포가 7차 연도 41.1%로 1.7%p 감소하 고 비교집단 역

시 1.5%p 감소해서 처리집단의 대인신뢰 수준은 비교집단에 비해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능력자의 경우 신뢰수준이 4차 연도에 비해 4.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

집단 신뢰수준의 큰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처리집단에 대한 처리효과에서는 처리집단의 신뢰수준이 비교집

단보다 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차이 분석결과 오히려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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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과변수( 인신뢰)의 변화 비교

집단구분　 4차 7차 7차-4차 이중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Nearest Neighboring 적용)

전체
처리집단 42.8% 41.1% -1.7%

-0.2%
비교집단 48.2% 46.7% -1.5%

근로능력자
처리집단 38.6% 36.8% -1.8%

4.4%
비교집단 50.3% 44.1% -6.3%

근로장려세제(Mahalanobis Distance 적용)

전체
처리집단 52.5% 50.7% -1.8%

1.4%　
비교집단 50.3% 47.1% -3.2%

근로능력자
처리집단 52.6% 49.9% -2.8%

-3.2%
비교집단 47.5% 47.9% 0.4%

Ⅳ. 결론 

지금까지 개인수준의 대인신뢰 수준 결정요인 분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신뢰수준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결과를 활용한 본 연구는 World Value Survey

와 같은 기존연구들에 비해 개인 및 가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통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특성을 담는 거시수준의 정보를 담지 못하는 근본적인 분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도 한국복지패널의 가구 및 개인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대인신뢰 수준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복지제도와 대인신뢰간의 내생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들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성향점수매칭을 통

해 구성하고 대인신뢰 수준을 집단별고 비교하여 제도별 신뢰수준 제고 효과를 파악하 다. 분석

결과 대인신뢰 형성에는 대졸이상의 학력수준과 대도시 기준 군지역 그리고 인터넷 사용 등이 

유의미한 범위에서 대인신뢰 발생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신뢰수

준을 비교해 본 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복지제도 수급자의 신뢰수준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집단을 통계적을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적용한 결과

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비교집단의 대인신뢰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적용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처리집단에서 

근로능력 수급자들의 경우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세

제 신청집단중 근로능력자의 경우 처리집단에 대한 처리효과(ATT)에서는 비교집단보다 신뢰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에서는 비교집단보다 대인신뢰 수준이 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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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면 자료상의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

라 대인신뢰에 대한 효과성이 매우 가변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

에도 불구하고 신뢰수준결정요인에는 상호인과관계에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시자

료 및 좀 더 풍부한 인식관련 자료를 활용해야 사회적 신뢰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

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신뢰가 복지제도에 향을 받는지 또는 제도가 신뢰의 

향을 받는지는 논쟁의 역이자 실증의 역기도 하다. 향후 국제인식조사 분석을 통한 보완과 

함께 한국복지패널에서도 World Value Survey에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설문

조사문항을 좀 더 추가한다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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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식에 한 연구: 계층과 세 문제에 한 탐색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제1  서론

복지제도를 자본주의 체제의 필수적인 발전의 산물로 보는 관점(Polanyi, 1944)은 많은 국가에

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공유되어 왔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계급투쟁을 통하여 복지국가를 

확립한 데 반해,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은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주도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위

로부터 부과된  발전국가 모델로써 설명된다(정무권, 2002; 정무권, 2008; 신동면, 2008).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보험의 형태가 중심이 되었고, 지불능력 있는 대기업과 공무원이 일

차적인 수혜대상이 되었으며, 제도의 확대 역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요청보다는 위

로부터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과 정치행위에 의한 향력은 미약하 다. 

1987년 정치민주화를 계기로 대중들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빈곤심화,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시

민의 참여도 이전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정책 이슈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

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복지정치가 새로운 동력으로 

출현하 음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가 복지정책 결정에의 

주요 복지정치의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적 제도가 정착된 국가일수록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정착되고 그 수준이 확대된다

는 점에서 복지인식이나 복지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복지에 

대한 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위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복지 

확대 또는 축소는 결국 사회구성원의 합의의 산물이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와 비용 부담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는 중요하다. 

그 동안 복지인식이나 태도는 여러 복지정책 역의 총합으로 파악되었고 건강보험은 복지정

책의 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었다. 복지인식의 총합이 각 역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첫째, 건강보험과 같이 소득보장에 대한 급여는 없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연금, 실업, 기초보장 등 직접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가진 정책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되기는 어

*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는 복지의식 또는 복지인식으로 번역되는 welfare consciousness보다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엄 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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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이 있다. 둘째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정책과 보편성을 획득한 건강보험은 수혜자의 범위가 

훨씬 넓고,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조세가 아닌 보험료 기여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복지정책 역

에 따라 서로 다른 발전과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각 역들에 대한 인식을 총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역별 태도의 차이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적용되어 온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으로 더 짧은 경험을 가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쇄되어 복

지인식에 대한 점수로 나타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역

별 문제와 특성에 맞추어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별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조사 중 건강보험 인식을 분석하며, 두 가지에 주목하

다. 첫째,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을 파악하 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지 파악하 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는 공적 재원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추가로, 건강

보험 인식의 일관성을 복지인식의 일관성과 비교하 고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건강보험 인식, 즉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재정 확충에 대한 동의, 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 다. 질병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은 의료수요와 소득수

준의 측면에서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연령별 분석을 추가하여 비교하 다. 

제2  이론  고찰

1. 복지태도에 한 이론과 기존 연구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계급 혹은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치를 강조하는 권력자

원론(Korpi, 1989)을 수용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복지태도가 계층 및 계급적 지위에 의해 규정된다

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Svallfors, 1997;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주은선·백정미, 

2007; 김 순·여유진, 2011). 생산 역에서의 각 계급의 이해관계가 복지정치에 반 되었다는 논

리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 복지국가 위기 국면에서의 차이를 설명(김 순, 1996)하는 데 유용

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고 노동계급이 친복지성향을 공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분절됨으로써 정치적 동력을 가지는 계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즉, 다양한 특수고용형태가 발달하면서 자 업자와 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비정규직

이 늘어나면서 노동자 내에서의 이질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계급구분보다 소득으로 대

표되는 계층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나 계급의 중요성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계급 또는 계층과 다른 관점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태도가 다르다는 주장

(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09)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구학적 특성(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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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 또는 사회경제적 특성(예,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일부 집단에게 제공되는 정책에 있

어서 수혜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갈등에 주목한다.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수요 및 복지수혜경험이 복지인식에 중요하다

고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혜대상(예, 여성과 노인)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혜여부로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 지, 이들 안에서의 계급적 성격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문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방식에 따른 차이 등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

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에 이 틀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의료보장의 특성

의료보장제도는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역으로서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공유하지만 다른 

역의 사회복지정책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에 대한 사회적 위험분담은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 사이에 이루어지며 노동

시장에서의 계급의 차이가 건강에 대한 위험과 상관성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재해나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

은 계급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행태나 정신노동에 따르는 스트레스 등 건강 위험요인이 존재한

다. 또한, 노화에 따른 건강 약화는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위험분산은 계

급 또는 계층 간뿐만 아니라 연령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의료보장제도는 한국 복지제도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정책대상에 대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아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되며, 사

회보험 원리가 적용되는 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계층에 한정된다. 비교적 수혜대상이 넓은 연금

의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과 급여혜택을 받는 시점이 달라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셋째, 의료보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공적재원으로 보장하는 것인데 의료서비스는 반

드시 의료공급자를 통하여 제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수혜자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

되는 정책 역과 달리,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의료공급자를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

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주체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3. 건강보험 인식에 한 기존 연구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효율성, 형평성, 의료의 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의료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OECD, 1994; 2003),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제도 

또는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가 널리 실시되어 왔다(Mossialios, 1997; Blendon 외, 

2001).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의 역사가 짧고, 정착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만족도, 수용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반 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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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지 않았다. 건강보험의 관리운 체계가 통합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사안별 정책적 필요나 관

련 연구와 연관된 수준에서의 단편적인 조사들이 있었을 뿐이다. 건강보험 통합과 재정안정 후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는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와 관심 및 전반

적인 만족은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서남규 외, 2004; 2005; 2006; 2007).

이와 별도로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권순만 외, 2007),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평등 지향성이 높고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지만, 건강보험을 선호한 응답자가 

40.4%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선호를 표시한 비율은 24.7% 다. 보험료 추가부담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약 35%에 불과해 공적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지지와 실천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이훈희 외, 2011)에서는 건강보험 

인식에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직접적인 향을, 복지태도가 간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급을 포함하는 복지지위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편적 성격을 고려한 변수 설정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변수로 포함한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변수

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3  연구방법

1. 자료와 변수

1) 자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3년 주기로 복지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인식조사

는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대상범위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조사(2007

년)와 5차 조사(2010년), 8차 조사(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복지인식과 태도의 내용에

는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보편적 복지에 대한지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보건의료, 아동 등 구체적인 사회정책 역별로 정부의 역

할과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여부, 운  및 전달체계 주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2차와 5차의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차 1,674명, 5차 1,971명), 20대와 65세 이상 

노인이 적게 포함되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8차 조사에서는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n=4,185).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확보된 8차 복지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하 고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분석이므로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하 다(n=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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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공적 재정 확충에 대한 동

의 여부를 포함하 다. 복지패널조사에서는“국가가 운 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

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여부와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 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다. 여기서‘정부지출 확대’가 보험료 인상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고, 건강보험 통합 이후 재정난을 겪으면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 경험

이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 지출은 건강보험료라고 받아들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

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부 지출이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공적 재원 또는 공적 지출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과 복지인식의 일관성을 비교하 다. 두 차원의 비교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인식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

한 동의여부를 파악하 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가 건강보험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3) 독립변수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주요 독립변수로 사회경제적 특성 중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약 62%)으로 인하여 지불능력(즉, 소득)에 따라 의료이용에 

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과 

더불어 가구의 부채와 이자는 실질소득에 향을 주므로 포함하 다. 복지패널조사에서는 금융 

및 주택 관련 부채와 이자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수혜자이고 소득보장이 아닌 현물급여가 제공되

므로 다른 역에 비하여 계급적 갈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사상 지위는 계급적 성

격을 부분적으로 반 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건강보험 지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포함하 다.   

한편,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되는 정치적 성향도 건강보험 인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

다. 한국에서 복지정치를 실현할 만한 정치세력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 또는 진

보적 입장 표명이 복지와 무관한 이슈에 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죄근 주요 선거에서 복지

공약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성향도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통제변수로 연령, 성별과 함께 의료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

환 유무가 포함되었다. 또한,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의료비 지출 역시 건강보험에 대

한 지지와 공적 재원확충에 대한 입장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의료이용 경험은 상반된 입장

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의 혜택을 경험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발

생한 높은 의료비에 비하여 혜택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공적 건강보험의 부족함을 보

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도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줄 것으로 보고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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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정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건강보험 
인식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기대
(1. 훨씬 많이 지출 – 5.훨씬 덜 지출)

증가/현재 수준/ 감소
(‘선택할 수 없음’ 응답은 제외)

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이용
(1. 매우 동의 – 5. 매우 반대)

건강보험 축소/동의․반대 모두 
아님(불분명)/건강보험 지지

복지인식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
(1. 매우 동의 – 5. 매우 반대)

동의/동의․반대 모두 아님(불분명)/반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1. 매우 동의 – 5. 매우 반대)

동의/동의․반대 모두 아님(불분명)/반대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

연령 19-29/30-39/40-49/50-59/60-69/70세 이상

성별 여성/남성

사회경제
적 상태

소득수준 경상소득
소득 5분위

(저소득 가구: 중위 균등화소득의 60% 미만)

 부채 및 
이자 

소득 대비 부채 및 이자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직/임시직(임시,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고용주/자 업자(자 업자, 

무급가족봉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상용직/임시직(임시,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고용주/자 업자(자 업자, 

무급가족봉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교육수준 중학교 미만/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중학교 미만/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1. 아주 건강 – 5. 아주 좋지 않음 건강이 좋지 않음/아주 건강, 건강, 보통

만성질환 
여부

없음/3개월 미만 투병․투약, 3-6개월 /6개월 
이상) 

있음/없음

보건의료비 가구의 월평균 의료비 5분위

민간의료보험 가입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가입/미가입

정치적 성향 보수/중도/진보

2. 분석방법

1)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은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재정적 확충에 대한 동의가 일관되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하여 파악하 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

지와 재정적 확충에 동의를 나타낸 경우 일관된 입장으로 보았다. 한편, 복지인식의 일관성은 소

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우로 

파악하여 건강보험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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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재정 

확충에 대한 동의여부를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log(p/1-p) = Xβ + ε

위의 식에서 p는 건강보험지지에 대한 입장과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를 위한 정부의 재원 확충

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다.

모든 분석에는 가중치를 적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의 일관성이 연령 간에 차이

를 보이는 지 파악하 고, 회귀분석에서는  30-60대(10세 간격)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통하여 어

떤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이 연령대에 주목한 이유는 보험료 납부를 담당하는 주요 연령

층이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재원부담

과 수혜의 경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연령대이다. 다른 한편,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지

불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반하여 20대와 70세 이상 노인은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20대는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수혜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4  연구결과

1. 분석 상의 특성

2차 조사와 5차 조사에 실시된 복지인식조사의 대상이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한정되었기 때문

에 대표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8차 조사에서는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 다. 4,185명이 설

문을 완료하 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 으므로 건강보험가입자로 한정하여 

최종 분석대상은 3,895명이었다. 

연령은 30-50대가 약 64%를 차지하 고, 여성의 비율이 53.5%,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가 약 절반(48.4%)을 차지하 다. 경제활동상태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상용임

금근로자가 31.3%로 가장 높았고, 비상용임금근로자 21.9%, 자 업자 13.2%, 고용주 2.0% 순이었

다. 실업으로 보고한 비율이 1.4%로 낮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이므

로 두 범주를 합쳐서 사용하 다. 연간 소득수준은 평균 5,849만원이었고, 1분위(1,009만원)와 5분

위(9,999만원)가 10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월평균 의료비는 20만원 수준이었으며 민간의료보

험 가입률은 평균 7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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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체

(n=3,895)

19-29

(n=304)

30-39

(n=569)

40-49

(712)

50-59

(n=652)

60-69

(n=598)

≥70

(n=1060)

성별: 여성 비율 53.5 67.1 52.8 49.0 47.5 56.0 55.6

교육수준
  중학 미만

  중학-고등학교
  대학 이상

13.3

38.3

48.4

0.28

12.3

87.4

0.14

26.2

73.7

1.3

45.2

53.5

12.3

61.5

26.2

35.4

45.2

19.4

60.7

28.8

10.4

평균 경상소득
(만원)

5,849 6,827 6,050 6,804 6,324 4,376 2,786

소득 대비 부채 및 이자 비율
(평균)

2.08 0.63 3.16 3.78 1.01 1.07 1.3

종사상 지위
  상용임금근로자

  비상용임금근로자
  고용주
  자 업
  실업

  비경제활동

31.3

21.9

2.0

13.2

1.4

30.2

35.6

23.5

2.1

0.0

3.3

35.5

51.3

17.0

7.2

0.5

1.5

22.5

41.8

25.2

11.1

5.2

0.9

15.8

25.5

27.6

22.6

3.4

1.6

19.3

23.8

19.6

19.6

0.4

0.7

48.8

0.15

10.0

18.6

0.0

0.1

71.2

만성질환 있음 35.9 10.7 9.8 21.8 49.3 71.9 86.9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매우 나쁨)

11.8 1.5 1.9 5.3 11.9 25.3 44.1

민간의료보험가입률 70.9 72.8 80.0 85.5 81.0 55.4 16.3

월평균 의료비(만원) 20.1 18.5 20.2 17.8 19.6 23.7 23.7

정치적 성향
  보수
  진보
  중도

32.1

24.5

43.4

19.0

26.4

54.5

22.4

32.4

45.1

31.4

21.5

40.5

46.2

11.3

42.5

43.7

11.8

44.5

32.1

24.5

43.4

연령별 특성을 보면, 연령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교육수준으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경우

가 20대 87.4%, 30대 73.7%, 40대 53.5%, 50대 26.2%, 60대 19.4%, 70대 이상 10.4%로 약 반 세기

만에 8배 정도의 증가를 보 다는 점이다. 연간 부채 및 이자를 소득과 비교한 비(ratio)는 30대

와 40대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를 위한 금융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는 30대와 40대가 상용임근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자 업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60대와 70대가 각각 19.6%와 18.6%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

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를 묶은 비상용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대 23.5%, 30대 17.0%, 40대 25.2%, 50대 27.6%, 60대 19.6%, 70대 10.0%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일반적인 예상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나쁜 경향을 나타낸 반면, 

보건의료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지패널조사의 보건의료비는 치료를 위한 비용뿐만 아

니라 미용, 성형,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인 의료비 정의보다 그 범위가 

넓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연령 간 의료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료

보험 가입률은 50대까지 80% 가까운 수준이며 60대는 55.4%, 70대 이상은 16.3%로 낮다.

<표 2>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연령별 특성

- 434 -



허순임 / 건강보험 인식에 대한 연구

구분 건강보험 지지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

늘려야 현재 수준 줄여야

전체 75.8 53.0 38.2 8.6

19-29세 68.7 56.9 38.7 3.8

30-39세 75.1 53.4 35.7 10.9

40-49세 74.7 46.4 41.0 12.6

50-59세 79.4 55.2 37.3 7.2

60-69세 81.3 53.1 39.0 7.7

≥70세 76.0 57.4 37.3 5.2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낮아진 반면,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30대를 제외하고(41.7%) 모든 연령이 절반 이상 동의하 다. 가령, 50대의 57%, 60대의 64.5%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35.3%, 24.5%로 낮은 이유

는 무엇일까? 이 결과는 50-60대가 복지를 위한 증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 연령대의 보수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도의 비율이 40~50%에 이르고 있어 뚜렷한 정치적 입

장 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 것은 40대가 32.4%로 가장 높았다.

2. 복지인식과 건강보험에 한 인식의 일 성

1) 건강보험인식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지한 비율이 75.8% 고, 연령 간에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으며 

50세 이상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 이에 반해 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는 53.0% 고,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택한 비율이 38.2%, 줄여야 한다는 입장은 8.6%로 낮았다. 연령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40대는 정부 재정 확충에 동의한 입장 46.4%, 현재 수준 유지 41.0%, 줄여야 한다는 입

장 12.6%로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 다.

이 결과를 통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재정확충에 대한 동의가 수반되는 적극적인 지지라

고 보기 어려운데,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4>). 건강보험을 지지하면서 공적 지출 확대에 동의하는 경우가 일관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관된 지지는 42.0%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가 보험료 인상을 통한 행동적인 지지

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함을 드러낸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면서 공적 재원 확충 반대한 

경우는 1.4%에 불과하고 민간의료보험을 지지하면서도 공적 재원 확충에 동의한 비율이 4.5%로 

나타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중심적 역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3> 건강보험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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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일관된 입장 건강보험지지/

공적 재정 현재 
수준 유지

모호/

비 일관성건강보험지지/ 

공적 재정확충 동의
민간의료보험지지/ 공적 

재정 확충 반대

전체 42.0 1.4 27.9 28.5

19-29 42.4 0.3 23.7 33.6

30-39 41.4 1.5 25.9 31.2

40-49 35.5 1.9 30.5 32.1

50-59 47.4 1.4 27.4 23.8

60-69 43.2 1.0 32.5 23.3

≥70 45.3 1.8 27.9 25.0

<표 4> 연령별 건강보험 지지에 한 일 성

건강보험을 지지하지만 공적 지출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 27.9%로 나

타났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재원 부담의 의사는 미약한 입장으로,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에 만족하기 때문인지 지출이 늘어나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지만 재정확충을 위한 부담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앞으로 

조사할 때에는 정부의 재정확충이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동의여부

를 묻고 재정확충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을 연령별로 파악한 결과, 40대(35.5%)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40%가 

넘는 응답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었고 5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

험을 지지하지만 공적 지출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동의한 입장이 24%~33%로 나타났고 

비일관적이거나 모호한 입장이 25%~34%로 나타나 공적 재원에 대한 분담의사가 낮은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나 재정확충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인식을 나타

낸 경우가 28.5% 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2) 복지인식의 일관성

복지인식에 대해서는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

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표 5>). 전체적으로 31.1%가 일관된 인식을 보 고 

41.0%가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복지증세에 대한 동의도 반대도 아닌 불분명한 입장

을 나타내 복지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반 한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는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 고(37.1%) 모호한 입장은 37%로 가장 낮은 반면, 20대는 일관된 입장 24.1%, 

불분명 또는 모호한 입장 46.6%로 높게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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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동의 정부 책임 반대

불분명복지증세 
동의

복지 증세 
반대

복지 증세 
입장 모호

복지 증세 
동의

복지 증세 
반대

복지 증세 
입장 모호

전체 31.1 19.2 19.8 5.1 3.6 2.7 18.5

19-29 24.1 20.6 24.1 5.7 3.0 3.0 19.5

30-39 30.8 22.2 17.4 3.8 3.0 2.0 20.8

40-49 29.8 22.0 19.9 4.4 3.8 2.9 17.2

50-59 37.1 15.6 20.7 6.8 3.5 3.0 13.3

60-69 32.8 16.3 19.0 5.3 4.5 1.9 20.2

≥70 30.6 14.9 18.4 5.1 4.0 3.2 23.8

<표 5> 복지인식에 한 일 성

요약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일관된 지지가 복지인식의 일관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제도에 대한 경험이 20년 이상 축적되면서 지지율이 높고 재정확충에 

대한 일관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에 따라 인식의 균열이 나타나는 양상

이 다른데, 50대는 건강보험과 복지인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는 반면, 40대가 건

강보험 인식에서 일관된 지지가 가장 낮고 복지인식에 있어서는 20대가 낮은 일관성을 보 다. 

50대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가장 보수적이고 경제활동 지위도 불안정한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40대는 건강보험

에 대한 일관된 지지가 가장 낮고 복지인식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다. 

<표 2>를 보면 40대가 50대보다는 진보적 성향이 있지만 부채 및 이자 부담이 높아 복지제도에 

대한 부담의사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건강보험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에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두 가지 인식, 즉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동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저 전체 표본

에 대하여 분석한 후 연령별로 분석하 는데,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인 30-60

대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 다.

1)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20대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지지하는 입장이 뚜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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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분석하 을 때 흥미로운 것은 30대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

강보험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에 뚜렷한 지지를 보 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30대와 40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을 지지하

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오즈 비(odds ratio)가 1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와 

지지하지 않음의 차이가 근소하고 다른 연령대의 값과 비슷하지만 특별히 이 연령대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및 이자의 비율이 1% 증가하는 것에도 입장의 차이를 민감하게 보이는 것이다. 40대

는 소득수준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진보나 중도 입장이 보수적 입장보다 건

강보험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성향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지는 연관성을 갖지 못

하 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를 표명한 경우에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50대

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 공통적이었다. 40대와 60대의 경우 진보 또는 중도적 정치성향보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으

로 보인다. 

<표 6> 건강보험 지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Odds Ratio

변수 전체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연령(ref:20-29)

30-39

40-49

50-59

60-69

≥70

1.49**

1.63**

2.26**

2.36**

1.64*

- - - -

소득수준(ref: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93

0.85

1.04

0.96

0.10**

0.12**

0.16**

0.22*

1.18

0.78

0.84

0.76

0.54

0.40

0.50

0.38

1.01

0.74

0.84

0.74

부채/소득 비율 0.997 0.997* 0.997* 0.95 0.992

종사상 지위(ref:상용직)

일용직
자 업
고용주

실업, 비경활

1.03

0.96

0.56

1.02

1.22

1.15

0.38

1.24

0.99

0.75

0.59

1.23

0.94

1.15

0.55

1.12

1.75

1.24

-

1.77

만성질환 1.07 0.96 0.92 0.76 0.96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1.29 1.43 0.94 1.49 1.40

민간의료보험 가입 1.08 1.07 1.13 0.80 1.65*

정치적 성향(ref: 보수)

진보
중도

1.21

1.18

2.16**

1.35

0.63*

0.64*

1.35

1.51

0.87

0.61

복지 증세 동의 1.38 1.53* 1.62** 0.97 1.59*

* p < 0.1,  ** p < 0.05. 성별, 교육수준, 보건의료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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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동의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

패널조사에서는 정부 지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시행되었으므로, 응답자들이 이 질문을 건강보험료 인상과 

연결하여 이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소득수준과 정치성향, 

복지 증세에 대한 동의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연령이 중요하고 소득의 향력이 의미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원문제와 관련해

서는 지불능력이 중요함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재원확충에 대한 동의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이 경향이 가장 뚜렷한 연령은 40대로서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이 낮

았던 결과와 부합한다. 즉, 40대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재원 확충

에 부정적인데, 이 연령대가 부채 및 이자에 대한 부담과 생활비*도 높기 때문에 추가의 재정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전체 표본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유

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분석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느냐의 여부가 중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7> 건강보험  보건의료에 한 공  재원 확충에 한 동의: Odds ratio

변수 전체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연령(ref:20-29)

30-39

40-49

50-59

60-69

≥70

0.83

0.69**

1.04

0.85

0.86

- - - -

소득수준(ref: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71**

0.75*

0.63**

0.42**

0.61

0.31

0.29

0.17

0.22**

0.25*

0.16**

0.12**

1.04

0.998

1.28

0.80

0.77

0.95

0.71

0.68

부채/소득 비율 1.00 0.997 1.11* 1.01 1.01

종사상 지위(ref:상용직)

일용직
자 업
고용주

실업, 비경활

1.01

0.70**

0.62

0.92

0.78

0.27**

1.20

0.76

1.44

0.77

0.69

1.09

0.80

0.76

0.35

1.21

0.91

0.55

3.24

0.86

만성질환 1.12 0.55 0.97 1.29 1.46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0.86 5.57 0.82 0.61 0.86

민간의료보험 가입 1.03 1.02 1.70** 0.64 0.97

정치적 성향(ref: 보수)

진보
중도

1.65**

1.39**

1.02

1.09

2.52**

1.40

1.39

1.35

1.64

1.05

복지 증세 동의 1.63** 1.65** 1.27 1.63** 1.63**

* p < 0.1,  ** p < 0.05. 성별, 교육수준, 보건의료비 통제

* 월평균 생활비는 30대 380만원, 40대 442만원, 50대 404만원, 60대 291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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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과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며 연령 간 차이를 주목하 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에 대한 위험의 분산에 있어서 계급/계층뿐만 아니라 연령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본 연구에

서는 계층을 계급보다 중요하게 고려하 는데,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계급 

구분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지불능력(즉, 소득)의 중

요성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령은 의료에 대한 수요와 지불능력의 차이를 동시에 반 한

다. 이는 단지 노인이 의료수요가 높고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

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원분담에 있어서 중요한 30-50대 연령층의 인식이 어떤 양

상으로 나타나는 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령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부양하므로 이들이 

사회적 분담에 동의하는 정도와 인식의 일관성은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인식의 일관성은 복지인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이 상

대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 수혜대상을 가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대는 건강보험과 복지인식에 있어서 다른 연령보다 높은 일관성을 보 다. 이들은 불안정한 경

제적 지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태도 나빠지는 시기이며 30대부터 복지와 건강보험 제

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40대는 건강보험에 대

한 일관된 지지를 가장 낮게 나타냈는데 이 연령은 생활비나 부채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

기 때문에 재원분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을 지지하지만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30%에 가깝고 불분명하

거나 비 일관적 인식을 나타낸 비율이 대략 25% 정도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재원확

충에 있어서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부담경감의 혜택을 제시하

여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러한 필요

성을 더욱 드러낸다. 건강보험 인식에 있어서 30대와 40대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지하지 않는 경

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재원분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이 이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은 앞으로의 과제가 작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치적 성향보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지 여부가 건강보험 인식과 높은 연

관성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경우는 연령에 상관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지지하고 재원확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 는데, 아직까지 복지정치가 정

치적 성향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세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언급하지 않고 복

지제도가 삶의 위험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복지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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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여기간과 고령층의 경제 ·심리  만족도

Labo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among Korean Old Adults

김정근*, 강석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8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세대를 포함

하는 노인세대(1937~1963년생)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시기에 경제활

동에 참여한 대상자 중 8차까지 경제활동여부에 응답한 1,555명을 대상으로 ANOVA, T-test, 

Chow-test검정, 다중회귀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령증가와 함께 주관적 

경제만족수준도 증가하는 “만족의 패러독스(Satisfaction Paradox)"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과 사회의 지지체계가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ES-D척도를 이용한 우울증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으

며, 배우자가 존재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낮은 우울증수준을 보

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실

천적 방안을 살펴보고,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전 연령세대가 ‘노후 삶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서론 

한국의 노인세대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

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OECD, 2011). 199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

제도는 2008년부터 실제적으로 공적연금 수급 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완전노령연금

을 받는 수령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4만원에 불과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취지를 충족시키기

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 2013).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세대는 단지 절반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 약 절반가량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2011). 국민연금공단(2011)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

라 베이비부머 758만명 중 2011년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인 373만명에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국뉴욕주립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Binghamto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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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실정이며,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현재 가입기간만으로도 연

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베이비부머의 33.8%인 256만7000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 고령층의 노후경제적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후경제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

인들의 70%가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한국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경희 외, 2012). 

경제적 수준이외에 노년기에 직면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별, 은퇴, 건강악화, 경제적 곤란등

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육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울증 등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증 증가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Bonnewyn et al., 2009; Brent, Perper, &Allanm, 1987; 허준수, 유수현, 

2002). 무엇보다도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의 중단은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을 일으켜 사회적 고립감

과 우울증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esrosiers, Noreau , Rochette, Bravo & 

Boutin, 2002). 일의 중단은 사회관계망의 축소 및 상실을 유도하고, 노년기의 심리적인 안정성을 

훼손시켜 노년기 삶의 질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현재의 고령층과 미래의 고령층인 베이비부머세대를 중

심으로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이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미성숙한 소득보장체계하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심

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상태가 경제적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향

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경제적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도를 연계하

여 개별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적 ·실천적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기존연구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중단과 심리적 만족도와 관계는 이미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미

국 및 유럽 등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층의 연령별, 성별, 결혼형태별, 습관별, 지

역사회 역량별,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별로 은퇴와 심리적 만족도의 차이가 세분화되는 추세이

다 (Minkler, 1981; Brannon and Feist, 1997; Szinovacz and Davey, 2004; Doshi, Cen,Polsk, 

2007.) 예를 들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 관련 증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성질환, 경제력감소 등이 우울증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Choi, 2007; Lee et al., 

2008). 임경춘, 김선호 (2012)의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이 75세 미만의 전기노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정도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적 만족도는 점차로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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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요인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만성질환의 수‘가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정감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이동호, 

2010;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 2009). 즉, 고령층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

족도는 증가하 으며 만성질환 수의 증가는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참가 외에 소득, 자산 등의 객관적 경제지표가 고령

층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quino &Russel, 1996; 정운 , 정

세은, 2011). 월평균  총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우울증 증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숙, 2009; 이현주, 강

상경, 이주 , 2008).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의 객관적인 경제상태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이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송하정, 2001). 즉, 소득이

나 자산 등의 절대수준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수준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수준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

으며, 반대로 주관적 경제상태의 만족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우울증 등의 원

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lemmack, & Roff, 1984; Chatfield, 1997; Ardelt, 1997).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경숙, 2000; House, Robbins, & Metzner, 1982; Ward, 1995). 이미숙(2010)은 도시거주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친 성과 친목모임과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관계가 우울증 

증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친구나 배우

자의 죽음, 은퇴, 자녀의 독립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박경숙(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역사회관계와 가족관계로 구분했는데 지역사회보다 가족관계가 고령층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이 더욱 크다고  분석하 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안녕과 상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친구나 이웃관계에서는 가치나 태도의 동질성에 의한 지지가 

강조되고 있기 떄문으로 보고 있다 (Adams, 1967).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은퇴와 심리적 만족감 

또는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구국가에 비해 미성숙된 사회보장제

도로 인해 은퇴로 인한 정신적 건강보다는 경제적 안정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희, 2009; 김정근, 2012).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은퇴로 인한 경제적 안정성과 심리적 만

족도 (또는 정신건강 수준)을 상호 배타적 주제로 다루면서 한국의 특수성, 즉 은퇴와 경제적 불

안정성 및 정신적 건강의 상호연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신현구, 

2007; 윤명숙, 이묘숙 2012;박세홍, 김창엽, 신 전, 2009). 심지어 일부 연구들은 국가단위의 샘플 

대표성의 부재로 인해 지역단위 또는 농촌 및 도시 등으로 국한시켜 은퇴와 심리적 만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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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안지선, 전혜정 2012). 예를 들면 윤명숙과 이묘숙 (2012)의 연

구에서는 노인의 경제상태와 행복감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라는 요소를 매개변수(mediators)로 

하여 살펴보았으나, 전국 4대 광역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41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국가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

를 포함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기간에 따른 경

제적·심리적 만족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론

1) 연구구성

본 연구는 복지패널 1∼8차 웨이브 데이터를 사용하여 1차 웨이브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세대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8차 웨이브까지의 경제활동참여여

부를 살펴보고, 경제활동참여기간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 수준 및 경제적 만족도와 정신건강의 관

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1~8차에 걸쳐 각 개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간

을 반 한 총 경제활동참여기간에 따른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세대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정신건

강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은 경제활동참여기간에 따른 단순 비교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경제활동참가기간과 경제적·정신적 만족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베이비부머 및 노인세대의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 다. 

1~8차까지의 경제활동참여 기간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어떤 요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와 노인세대가 인식하는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경제적 만족도는 복지패널 응답자의 가계 

소득만족도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사용한 경제적 만족도와 다른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노년시기의 정신

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 다. 정신적 만족도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하고 있

는 우울증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역학연구용 

우울척도)의 11개 항목을 활용하 다. 복지패널문항에  ‘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되어 있는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고, 이때 

하위문항 중 긍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문항인 “비교적 잘 지냈다” 와 “불만없이 생활”은  역점수 

처리하여 응답자의 우울증 상태의 총점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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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코호트 구분

베이비부머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츨생연도 1955-1963년생 1948-1954년생 1937-1947년생

나이 (2012년 기준) 49-57세 58-64세 65-75세

[그림1]  연구의 구성 

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세대로 2012년 기준 75세인 1937년생부터 49세인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

다*.  연구 대상은 연령에 따라 세 개의 코호트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코호트는 베이비부머세

대로 1955-63년 출생 집단으로 정의하 다. 이는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코호트는 예비노인세대로 2012년 기준 베이비

부머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층 사이에 “낀 노인세대 (Sandwich generation among old adults) ”

로 1948년~1954년 출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 노인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보다는 연령이 높

으나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로 본격적인 노후생활에 직면한 세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쨰 코호트는 2012년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연령층으로 여전히 근로의욕

이 있고,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베이비

부머세대와 예비노인세대와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세대로 지칭하 으며, 1937년과 

1947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이다. 

<표 1> 연구 상자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55-1947년 출생 대상자 중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1~8차 한

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출생코호트별 인구학적 요인들, 사회경제적, 건강요소 변

수들과 경제적 만족도, 정신건강 수준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아래의 3가지 주요연구 

질문에 따라 이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 75세 이상 노인세대를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이유는 75세 이후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른 노인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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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질문1]  근로기간에 따라 경제적 만족도 및 정신적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위의 연구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술통계와 Difference Test를 사용하고 있다.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소값· 최대값을 분석하고 출생코호트별 (베이비부머세대 vs. 예비

노인세대 vs. 노인세대) 변수들의 Difference test를 위해 t-test, ANOVA test를 활용하고 있다. 주

요 변수로는 정신적 건강수준을 위해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우울증척도인 CES-D 점수와 가계소

득만족도로 구성된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CES-D 점수를 구성하는 11개 항목은  “1.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 ”, “2.가끔 있었다(일주

일에 2-3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4-5일간)”, “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의 4

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가계소득만족도는 5점 척도로 “매우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

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질문2]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간에 상이

하게 나타나는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Chow-test를 사용한다. Chow-test는 데이터의 독

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

용되는 통계기법이다 (Chow, 1960). 본 연구에서는 출생 코호트별 세대들이 구조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세 집단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세 집단을 하나의 회귀분

석으로 분석하고 집단변수는 더미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Chow-test를 통해 판별하

고 있다.

 만약 Chow-test 결과 세 집단의 독립변수들의 계수들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 식(1)의 형태

를 취할 것이고, 세 집단이 구조적으로 다를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세대, 노인세대

는 각각 식 (2), 식(3), 식(4)의 형태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은 집단간 이질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식--(1))

    (식--(2))       (식--(3))

(식--(4))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며, 종

속변수에는 가계소득만족도, 독립변수에는 인구학적 변수들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 경제활동

변수, 건강변수(만성질환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등), 경제 수준변수(소득, 자산, 부채 등), 관계변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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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질문3] 정신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앞의 연구질문 2에서 언급한 것처럼  Chow-test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예비노인세대, 

전 노인세대간에 정신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가 서로 다른지를 판별한 후 다

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Chow-test 결과 세 개의 연령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이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령집단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사용한 한 개의 다중회

귀분석을, 그 반대인 경우에는 연령집단별 세 개의 독립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로는 우울증 척도인 CES-D점수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연구질문 2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를 기존 독립변수에 추가시켜 노년기에 발생하는 정신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 주요 연구 방법 

3) 주요변수

  ① 인구학  변수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사용하 다. 연령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세 개의 연령그룹으로 나뉘어 연령집단간 특징을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교육수준은 무학

(無學)과 초등학교 졸업을 하나로 묶어 첫 번쨰 집단으로 구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

상으로 나누어 총 4개로 구분하 다. 

 ② 경제활동변수

본 연구의 대상은 1차 조사 시 경제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8차 조사 때까지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8년으로 기입하 다. 즉, 각 조사년

도에 경제활동참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1’로 표

시하여 경제활동기간변수는 최소 1년에서 최대 8년의 범위에 있도록 하 다.

③ 건강 변수

 건강변수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횟수, 만성질환여부, 

- 449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민간건강보험가입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최근 고령층의 경

제활동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건강상태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Burkhauser and Quinn, 1983, 

Diamond and Hausman, 1984; Burtless and Moffitt, 1984).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같이 앉아서 하
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건강상태, 즉 걷는데 불편한 정도가 경제활동참가여부에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Burtless (1984)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임금, 연금수급액 및 다른 경
제적 변수들의 역할을 통제하는 경우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에 중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외래진료횟수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설
명할 수 없는 객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령층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질환(Chronic Disease)여부도 건강변수에 포함되었다. 또한 만성질환이 노인들의 심리적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미숙, 

2010). 기존 외국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상태가 경제적 만족도 및 정신적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Bernheim, Carman, Gokhale, &  Kotlikoff. 2003; Holden, Kim, 

& Fontes, 2008),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편적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민간건강보험(손실보험 
등) 가입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④ 경제수  변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응답자들이 일반가구에 속하는지 또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60%)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 가구구분변수, 경상가구소득, 부동산 자산규모, 금융자산 규모, 총부

채규모 등 총 5개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부동산 자산규모는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점유부동산

(전세보증금 준 것, 권리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계돈, 기

타 금융자산을, 총부채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미리 

탄 겟돈, 기타 부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제수준 변수들은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부채, 부동산의 규모를 통해 객관적인 경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변수들

은 본 연구의 중요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만족도’가 응답자의 주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수준의 객관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⑤ 계변수

 고령층의 생활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존연구에서 언급되는 것이 가족 및 사회구성

원들과의 관계(relationship)변수들이다 (유정헌, 성혜 , 2009; Cohen, 1985;Norbeck, 1981). 왜냐

하면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된 지지는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의 충격을 감소 또는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으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 각종 사회단체 참여 등이 고령층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대시

*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64.4%, 1인당 가입 상품 평균 1.15개, 매월 
7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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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명 세부내용

만족도 변수

우울증 정도(CES-D)

1. 식욕이 없음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
4. 모든일이 힘들게 느껴짐 5. 잠을 설침  6.외로움
7. 불만없이 생활 8.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9. 마음이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11.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위의 11개 항목별  1.극히 드물다(일주일에1일이하), 2.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3.종종있었다(일주일에4-5일간),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

경제적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1.매우불만족    2.대체로 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만족)         

인구학적 
변수

연령 1. 베이비부머세대 , 2.예비노인세대 3. 노인세대

성별 1. 남성. 2. 여성

교육수준 1. 무학 및 초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 이상

경제활동 
변수

경제활동기간 1~8 년

건강관련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1.매우불만족                          2.대체로 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만족      

의료기관 이용횟수 1년간 의료기관 이용 외래진료횟수

만성질환여부
0. 비해당     1.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2. 3~6개월 투병,투약하고 있다.  3.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민간건강보험가입 
여부

0. 없음, 1. 1개가입,  2. 2개 이상 가입

경제수준 
변수

가구구분 1. 일반가구, 2. 저소득가구(중위 소득 60%이하)

경상가구소득 단위: 만원/연간

부동산 자산규모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준 것, 권리금 등)을 
포함 (단위: 만원/연간)

금융자산 규모 예금, 적금, 주식, 채권, 계돈, 기타 금융자산을 포함 (단위: 만원/연간)

총부채 규모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체,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미리탄 겟돈, 

기타 부채를 포함 (단위: 만원/연간)

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과 우울증 감소 등  건강요소에 긍정적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지희, 2012).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여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가족생활 만족도를  사용하여 관계변수

가 경제적 만족도 및 정신적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사 

당시 배우자가 존재하고, 결혼상태를 유지한 경우를 ‘배우자 있음’으로 표시하고, 그 외 미혼, 이

혼 및 사별 등은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다.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변수는 총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가족생활만족도는 총 7점 척도(“1.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약간불만족”,  “4. 보통”, “5. 약

간 만족”, “6. 만족”, “7. 매우만족”)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주요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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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명 세부내용

관계 변수

배우자 여부 1. 배우자 있음  2.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사별 등)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1.매우불만족   2.대체로 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만족    

가족생활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약간불만족, 4. 보통, 

5. 약간 만족, 6. 만족, 7. 매우만족 

3.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인구학  특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복지패널1차 조사시기에 경제활동에 참가한 베이비부머 연령 이상 

2012년 기준 75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8차 조사까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응답한 대상자 1,555 명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742명, 예비노인세대 

(1948~1954년생)가  367명, 노인세대 (1937~1947년생)가  446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

균연령은 56.5세 고, 평균 경제활동참가기간은 7.0년으로 조사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

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의 존재여부에 있어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약 

80%이상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비중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2.  경제  만족도  정신  만족도 수 비교

  연령집단별 경제적 수준과 경제적 만족도 및 정신적 만족도를 비교하면 연간경상소득은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비노인이 약 9천 만원 수준으로 3개의 집단 중에 가장 높았으

며, 베이비부머의 금융자산이 약 5천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p<.001). 부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 는데 베이비부머의 경우 평균 부채 규모가 6천 7백만 원으로 예비노인 5천 8

백만 원과 노인세대 5천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순자산의 경우에는 부

채와는 반대로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노인세대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연

령별 부채와 순자산 규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적 만족도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낮은 2.6점을 기록하 으며, 예비노인과 노인세대가 2.8점을 보여 연령증가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만족의 패러독스(Satisfaction paradox)”라는 개념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 만족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수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심리

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ansen, Slagsvold, Mou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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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정도를 나타내는 CES-D 점수는 65세 노인세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1~8차 기간 동안 경제활동참여기간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으며, 나이

든 세대일수록 낮았다 (p<.001).  8차 기간 동안 베이비부머세대의 평균 경제활동기간은 7.4년으

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세대(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8년으로 가장 낮았다.  

<표 3> 연령집단별 경제  수 , 경제  만족도  정신  만족도 비교: ANOVA Test

구분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노인세대(65+)

연간 경상소득***(만원) 3,383.7  3,206.2  2,360.5  

부동산(천만원) 19.7  19.4  19.2  

금융자산***(천만원) 4.6  8.9  6.0  

부채(천만원) 6.7  5.8  5.0  

순자산(천만원) 17.6  22.5  20.2  

주관적 경제만족도**(1~5) 2.6  2.8  2.8  

우울증정도 (CES-D 점수)(0~33) 2.9  2.8  3.4  

경제활동참여기간***(1~8년) 7.4  6.5  5.8  

주:1) 순자산=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부채
   2) 총경상소득은 가계소득으로  OECD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수치
***p.<.0001, **p<.01, *p<.05

 

경제적 수준, 만족도 변수를 경제활동참가기간 형태로 구별하여  1~8차년 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가자 집단과 같은 기간 동안 1번이라도 경제활동참가를 중단한 집단과 비교한 T-test결

과에 의하면,  연간 경상소득은 지속경제활동 참가자(3,589 만원)가 불연속경제활동참가자(2,528 

만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 다 (p<.001). 하지만, 부동산과 순자산(총자산-

총부채)의 경우에는 불연속경제활동참가자가 지속경제활동참가자보다 높았다. 부동산 규모과 순

자산 모두 불연속경제활동참가자가 보유한 금액이 지속경제활동참가자 보유금액의 약 두 배 수

준으로 보 다. 이는 규모가 큰 부동산과 순자산을 보유한 고령세대는 오히려 경제활동의 지속성

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만족도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수준(p<.001) 하에서 지속경제활동참가자가 불연속경제

활동참가자보다 0.1점 높았으며, 우울증 정도는 불연속경제활동참가자가 지속경제활동참가자보다 

1.6점 높았다. 또한 1~8차 조사 기간 동안 불연속경제활동참가의 평균 경제활동참가 연수는 5.2

년으로 지속경제활동참가자보다 1.8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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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제활동참가 기간별 경제  수 , 경제  만족도  정신  만족도 비교: T-Test결과

　구분 지속경제활동참가자 불연속경제활동참가자

연간경상소득***(만원) 3,589.2  2,527.5  

부동산**(천만원) 14.4  28.7  

금융자산(천만원) 6.0  5.3  

부채(천만원) 6.1  6.5  

순자산*(천만원) 14.3  27.5  

주관적 경제만족도*(1~5) 2.7  2.6  

우울증정도 (CES-D 점수)***(0~33) 2.4  4.0  

경제활동참여기간***(1~8년) 8.0  5.2  

주:1) 순자산=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부채
   2) 총경상소득은 가계소득으로  OECD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수치
***p.<.0001, **p<.01, *p<.05

경제활동참가기간과 경제적 수준, 경제적 만족도 및 정신적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세 연

령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의 경우, 경제활동기간과 우울증정도는 음(-)의 관계, 총경산소득과

는 양(+)의 관계, 부동산규모와는 음(-)의 관계, 순자산규모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

히, 우울증 정도는 세 연령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증가

할수록 우울증은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참여기간이 감수할수록 우울증 정도는 증가하는 음(-)의 관

계를 보 다. .

경제적 만족도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만 경제활동참여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베이비부

머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하고, 경제활동참여기간이 

감소할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감소하는 관계를 보 다. 총경상소득은 모든 연령세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기간과 양(+)의 관계를 보 는데,  경제활동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총경상소득도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기간이 감소할수록 총경상소득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 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음(-)의 관계를 보여 부동산규모가 클 수록 경제활동참여

기간은 감소하고, 부동산규모가 작을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금

융자산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금융자

산이 클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이 감소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할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은 증가하

다. 부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여 부채가 적

을수록 경제활동참여기간은 증가하거나 경제활동참가기간이 적을수록 부채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제외한 베이비부머세대와 예비노인세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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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제활동기간과 경제  수 , 경제  만족도  정신  만족도의 상 계수

　
전체(A+B+C) 베이비부머(A) 예비노인(B) 노인세대( C)

경제활동참여기간 경제활동참여기간 경제활동참여기간 경제활동참여기간

우울증정도 -0.17985 *** -0.21995 *** -0.12044 * -0.17799 **

주관적 경제만족도 0.04821 　 0.10948 ** 0.02979 　 0.11309 *

총경상소득 0.21076 *** 0.19157 *** 0.22654 *** 0.10135 *

부동산 -0.06158 * -0.09298 * -0.11475 * 0.04245 　

금융자산 -0.00249 　 0.14148 ** -0.03793 　 0.02599 　

부채 -0.00259 　 0.00231 　 -0.01845 　 -0.11185 *

순자산 -0.06114 * -0.08654 * -0.11054 * 0.05874 　

주:1) 순자산=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부채
   2) 총경상소득은 가계소득으로  OECD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수치
***p.<.0001, **p<.01, *p<.05

3.  고령층의 경제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 분석

 베이비부머 이상 고령세대의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출생

코호트별로 각 독립변수들이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세

대별로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서로 상이하면 독립변수들의 계수들 

(coefficients)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 연령세대별 독립변수들의 계

수는 동일하고 단지 절편만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한 <표 6> Chow-test 

(Chow, 1960)결과에 의하면 세 연령집단의 독립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연령집단을 더미변수로 사용하고, 경제적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소분석은 연령세대별로 구조적

으로 구별되지 않고 단일 다중회귀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Chow-test

Structural Change Test

Test Break  Point Num  DF Den  DF F  Value Pr > F

Chow 367 16 1452 1.43 0.1202

Chow 446 16 1452 1.93 0.0147

Chow 742 16 1452 3.2 <.0001

주관적 경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7)에 의하면 다른 독립변수들(교육

수준, 건강상태, 경제활동참가기간, 소득수준 등)을 통제하는 경우 연령세대별로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비해 베이비부머세대, 예비노인세대 

모두 경제적 만족도는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

의 패러독스(Satisfaction paradox)"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교육수준 및 경제활

동참가 기간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들은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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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매우 만족’을 기준으로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의 

경우 경제적 만족도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만족’인 고령층 세대에 비해 ‘ 매우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인 고령층 세대의 경제적 만족

도는 감소하 다. 건강상태가 주관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고령세대의 경우에는 의료관

련 비용의 부담증가로 인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경제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건강상태 지표인 ‘의료기관 이용방문 횟수’와 ‘만성질환여부’ 변수는 경제적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하지만,  ‘만성질환이 6

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보

여주었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는 고령층은 

소득, 교육수준, 관계수준 변수를 통제한 경우 오히려 경제적 만족도가 증가하 다.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가 고령층의 경제적 만족도에 미치는 향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민간보험이 주요 의료보험인 미국 등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객관적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구형태(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및 경상가계소

득은 경제적 만족도와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변수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자체가 경제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친분관계와 가족생활만족도는 양(+)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친

구나 지역사회 이웃 등과의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와 가족과의 생활만족도가 다른 인구학적·경

제적·건강관련 요소들이 동일한 경우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가족구성원들간의 지원이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의 노인

세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족과 사회구성원

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비지원과 물품지원이 가능하므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두려워하여 경제적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가족과 사회의 지지가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안정감에도 긍

정적 향을 주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들(coefficients)의 향력을 종합비교․분석해 보면 

노년기의 경제적 만족도는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인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관련 변수보다도 고

령층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가족생활 만족도 등 사회적 관계변수에 의해 더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경제적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실

천적 개입이 단지 금융이나 자산 등의 금융자원증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지지체계구축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접근이(multi-dimensional approach)  필요

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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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주관적 경제만족도

구분 Coefficient S.E Pr > |t|

절편(Intercept) 1.438722074 0.23544254 <.0001

인구학적 
변수

연령 구분 (Ref= 65세 이상 노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0.360401864 0.07104528 <.0001

예비노인 세대 -0.233720375 0.07293741 0.0014

성별 (Ref=남성)

여성 -0.022295192 0.04800192 0.6424

교육수준 (Ref=전문대 이상)

무학 및 초교졸업 0.120579565 0.07507476 0.1085

중학교졸업 0.043128345 0.07023639 0.5393

고등학교 졸업 0.017650804 0.056018 0.7527

경제활동참가 기간 -0.022131455 0.01350263 0.1014

건강관련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Ref= 매우 만족)

매우불만족 -0.911764313 0.16982405 <.0001

대체로 불만족 -0.423542556 0.13950635 0.0024

그저 그렇다 -0.146751229 0.13253389 0.2684

대체로 만족 -0.043237947 0.12667113 0.7329

의료기관 이용횟수(회/연간) -0.000075779 0.00116064 0.948

만성질환 여부(Ref=비해당, 없음)

6개월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음 0.140747857 0.04954818 0.0046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음 -0.141991956 0.14810951 0.3379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음 -0.045928333 0.103398 0.657

민간건강보험 여부(Ref= 없음)

                  1개 가입 0.053131106 0.05643491 0.3466

                  2개 이상 가입 0.058218771 0.05899757 0.3239

경제수준
변수

가구 형태( Ref=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60%미만) 0.220723536 0.06893648 0.0014

경상가계소득 0.000106993 0.00001195 <.0001

총부동산규모 -0.000511356 0.00028141 0.0694

총금융자산규모 0.00957212 0.00243964 <.0001

총부채 규모 -0.004976807 0.00174134 0.0043

관계변수

배우자 유무 (Ref= 유배우자)

                  무배우자 -0.001611127 0.05983933 0.9785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0.151798086 0.03404922 <.0001

가족생활 만족도 0.109215263 0.0198423 <.0001

주: 1) 순자산= 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 부채
   2) 총경상소득은 가계소득으로  OECD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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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령층의 우울증에 향을 주는 요소 분석 

본 장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사용한 경제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고령층의 우울증을 

종속변수로 하는 새로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엿다. 먼저 앞의 분석처럼 다중회귀분석 중 독립

변수들의 계수가 고령층의 연령세대별로 독립적인지 아니면 계수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연령세

대별로 다른 절편(intercept)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Chow-test를 실시하 다. 아래의 

Chow-test 결과(표 8)에 의하면 고령층의 우울증에 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의 계수들은 연령세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다중회귀모델에 출생코호트를 더미변수로 사용하는 다

중회귀분석 방정식을 사용하 다. 

<표 8>  Chow-test 결과 

Structural Change Test

Test Break  Point Num  DF Den  DF F  Value Pr > F

Chow 367 17 1450 0.8 0.697

Chow 446 17 1450 1.21 0.2479

Chow 742 17 1450 2.07 0.0064

CES-D 우울증 척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이현주, 강상경, 

이주 , 2008) 에서처럼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0.02). 하지만, 연령에 의한 세대변수는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증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 이

상’ 교육수준을 가진 고령층의 우울증 수준은  ‘무학 및 초교졸업’학력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 

고령층의 우울증 수준에 비해 높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변수인 경제활동참가 기간은 우울증정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p=0.0069) 경제활동참가기간이 증가할수

록 우울증은 감소하 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존

의 연구(문수경, 박서 , 2012)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지 고

령층의 경제적 지원차원에서만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근로활동은 역할

상실을 억제하여 정서기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강수준변수 중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민간건강보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서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아주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고령층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이 아주 안좋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인식하는 고령층의 

우울증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층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

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2010; 이동호, 2010). 만

성질환의 정도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가 가능한 75세 미만 노인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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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층은 제외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즉 민간건강보험 

여부는 미국의 위스컨신패널연구 (Wisconsin Longitudinal Study)를 사용한 Holden,  Kim, & 

Fontes, A. (2008)의 연구와 같이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 다. 민간건강보험에 가

입하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민간보험을 보유한 고령층의 우울증점수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건강보험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우리나라 상황에

서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71.1%가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현상으로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

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민간의료보험 가입 상품 평균 갯수는 1.15개로 매월 7만원에 달하

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12; 서남규 외 2012).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인 경상가계소득 수준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적 만족도가 

고령층의 우울증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적인 

소득, 부동산 규모, 금융자산, 부채규모 수준보다도 고령층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만족감 또는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증점수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소득의 많고 

적음은 우울증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론이다 (정요한, 김

동배, 2013). 

관계변수들이 우울증에 미치는 향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고령층의 우울증정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and Peek, 1999; 김도환, 2001; 이익섭, 

김서원, 2005; 최 순, 김현리, 2005). 즉, 배우자가 없는 ‘미혼, 이혼, 사별’ 의 경우 배우자가가 

있는 경우에 비해 고령층의 우울증 점수는 높았으며, 사회적 친분관계와 가족생활은 만족도가 높

을수록 만족도는 우울증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층의 우울증정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는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β=-0.56, p=0.0001)보다는 가족생활만족도(β=-0.98, 

p<0.0001)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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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우울증 정도 (CES-D)

구분 Coefficient S.E Pr > |t|

절편 (Intercept) 13.13468742 1.01655527 <.0001

인구학적
변수

연령 구분 (Ref= 65세 이상 노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0.31139584 0.30555485 0.3083

예비노인 세대 0.03461556 0.31205346 0.9117

성별 (Ref=남성)

여성 0.4754306 0.20466587 0.0203

교육수준 (Ref=전문대 이상)

무학 및 초교졸업 -1.14940202 0.32035574 0.0003

중학교졸업 -0.57524082 0.29948359 0.055

고등학교 졸업 -0.93456423 0.23883453 <.0001

경제활동참가 기간 -0.15578082 0.05761996 0.0069

건강관련
변수

주관적 건강상태 (Ref= 아주 건강하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5.25825531 0.73114758 <.000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25423395 0.59664659 0.0357

보통이다 0.61343948 0.56528075 0.278

건강한 편이다. 0.16693293 0.54006957 0.7573

의료기관 이용횟수(회/연간) -0.00050131 0.00494828 0.9193

만성질환 여부(Ref=비해당, 없음)

6개월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음 0.15830411 0.21182678 0.455

3-6개월 투병, 투약하고 있음 0.19185851 0.63164711 0.7614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음

0.11204786 0.44085548 0.7994

민간건강보험 여부(Ref= 없음)

                  1개 가입 -0.67691381 0.24067694 0.005

                  2개 이상 가입 -0.71633449 0.25161343 0.0045

경제수준
변수

가구 형태( Ref=일반가구)

                 저소득가구 (중위소득 
60%미만)

-0.46799396 0.29493432 0.1128

경제적 만족도 -0.57616522 0.11165443 <.0001

경상가계소득 0.00005938 0.00005232 0.2566

총부동산규모 -0.00125815 0.0012011 0.295

총금융자산규모 -0.01546924 0.01045588 0.1392

총부채 규모 0.00975016 0.00744477 0.1905

관계변수

배우자 유무 (Ref= 유배우자)

                  무배우자 0.64302944 0.25511827 0.0118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0.55900339 0.1461511 0.0001

가족생활 만족도 -0.97885492 0.08546979 <.0001

주: 경상가계소득은 가구인원을 조정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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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시사  

 

경제적 안정 및 여유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후의 심리적인 안정감 증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젊은 시절부터 

사회보험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은퇴의 정

서적, 심리적 만족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형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되어* , 노후의 정서적․심리적 만족감은 경제활동참여 정도와 이로 인

한 경제적 수준 및 만족감에 의해 많은 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기간과 연계하여 경제적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래의  6가지 중요한 정책적․실천적 함의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상관관계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p<0.001)내에서 경제활동참여 기간이 증

가할수록 우울증(CES-D)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 으나 경제적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의 경제활동참가가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사회적 고립감 발

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으나 (Desrosiers, Noreau , Rochette, Bravo & Boutin, 

2002), 낮은 임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만족도를 증대시킬 만큼의 소득효과는 보여주지 않기 때

문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근로자의 절반 이상 (51.3%)은 월 임금이 51만~100만원인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95만72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하

지만 낮은 처우에 비해 이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8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주 43시간보다 무려 4.8 시간이 많아 노동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상승하는 

“만족의 패러독스(satisfaction paradox)"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상소득수준은 감소하지만, 경제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베이비부머세대, 예비노인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만족도를 보 다. 기존 연

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족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나이가 들수록 열악한 경제적 상

황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져가는 과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Hansen,  Slagsvold, & Moum, 

2008; Olson & Schober, 1993). 

셋째, 노년기의 경제적 만족도는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 보다도  건

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상태에 의해 더욱 큰 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고령층들이 인

지하는 경제적 수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서울시 복지재단(2010년) 5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의 75.8%가  “일하

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다”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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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는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해 가

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

입이 요구되는데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양상태가 불량하면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Kaplan, Sadock, 1995; 서국희 외, 1998; 이수일 외, 

1998).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양공급 지원사업과 더불어 양교육을 통한 양개선사업 

등도 노인층의 주관적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층

이 감소하고 1인가구 노인의 증가하면서 가족생활만족도보다는 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가 주관적 

경제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차

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재가복지 통

합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기반 사회복지서비스의 점진적 확대가 요구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방문보건·재가복지 통합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의 경제생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균, 2002)

넷째, 노년기 경제활동참가 기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관련 일자리사업들이 단순히 노인층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병행하여 노인일자

리사업의 효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의 여부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민간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수요가 높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저

부담-저급여 체계인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 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야기

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친분관계 및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변수들이 고령층의 우울증정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실직, 소득의 감소, 신체의 변화, 친구 및 가족구성의 죽

음 등 노년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요소들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증대시켜 자살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족의 지지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가족과의 친 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새로운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와의 의

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되는데,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기기를 활

용한 의사소통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몸이 불편한 고령층

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 및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친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몸이 아픈 노인들도 가족과 함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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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간병여행상품들이 도입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예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김정근 외, 2012).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들은 한국복

지패널 1차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집단과 55세 이상 75세 미만 (2012년 기준)의 연령집단으로 

한정되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75세 이상의 최고령층 노인집단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계층의 경제적 만족도와 우울증정도에 향을 주는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배제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전체 노인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둘째로는 향후 연구에서는 관계변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추가되어 향후 고령층

의 주관적 경제수준과 우울증수준에 실제적 향을 주는 정책적․실천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관의 생활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지를 판별하고, 사회적 친분관계도 친구, 이웃, 종교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별하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향후 앞으로의 고령층 생활만족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노인들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향후 급속한 고령화속에서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될 현재의 중년세대, 젊은 세대를 위

한 바람직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령이 증가해도 삶의 만족감가 향상되는 사회와 

가정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각 연령대의 삶을 안정적

으로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후 삶의 만족감’이 단지 나이든 노인세대만

의 관심이 될 수 없고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며 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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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 분석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  특성 분석

The Dynamics between Nonstandard and Standard Employment by Event History Analysis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아(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이정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와 동태적 특성

을 파악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사건사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

항로짓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향요인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관찰시점

에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1년간 생존율

은 약 70.1%, 탈출위험률은 약 29.9% 다. 5년이 경과한 후의 생존할 확률은 28.2%로 떨어졌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생존율 감소경향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업과 미취업 등 불안

정한 직업이동을 반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규직 탈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성과 연령, 업종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을 탈출할 확률이 낮고, 비정규

직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도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상대적

으로 활발한 직업이동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의 이동

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비정규직 탈출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미취업 상태로 

전락하는 확률도 높았다. 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업의 비정규직 

탈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비정규직 탈출에 부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규직으로의 이행과 실업으로의 이행 모두 동일한 방

향의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비정규직 경험 자체가 정규직 이행을 방해한다고 해석하기에

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생존한 경우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

지는 것은 비정규직 경험 자체의 향력이라기보다 비정규직을 벗어난 사람들의 특성이 체계적

으로 제거된 효과일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양상은 정태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동태적이어서 비정규직법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5년차의 경우 대부분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용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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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한국경제는 그럭저럭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실적과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

만, 다른 선진국의 저조한 실적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배구조의 배경에 저임금과 불안정 일

자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지만, 대책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비정규직 남

용 규제와 차별금지’가 노동부문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노동계와 사용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1월 30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

규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배경에는 비정규

직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다. 사업체패널(WPS), 한국노동패널(KLIPS), 경제활

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연

구가 지난 10여 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로는 법 시

행의 효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줄을 이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

란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의와 비정규 노동시장의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매우 정 해지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실태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세분

하여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

규직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정규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일종의 

전환기에 접어든 듯하다. 비정규 노동시장에 대한 오랜 연구와 논의의 결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고 변화된 시장 상황과 특성을 반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는 비정규직의 정의*,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서 저마다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연구

* 비정규직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자별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주로 상호배타성과 관련된다). 최근에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변화
된 상황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진화했다. 국제기준 반 , 비정규직 분류
에 있어 상호배타성 획득, 기타 경활조사 자료의 기준 구체화 등이 주된 논의 사항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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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발표된 반면, 연구진의 견해가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입장의 차이를 논하기

에 앞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분석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비정규 노동시장의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보완이 지속적으

로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 하기에는 현재 활용

되고 있는 데이터의 심층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추이와 실태분석에서 중요한 추적 관

찰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횡단면 조사로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없으며, 한국노동패널은 표본의 크기와 

대표성에 문제가 존재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9b). 무엇보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를 둘러싼 

연구에서 통계 자료의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연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이 근본적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WEPS) 데이터(2~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와 동

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올해로 8년째 패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본격적인 

종단분석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비정규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서 논란의 불씨가 되어 

왔던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의 경우 직업이동의 동태성 및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서 인적 속성, 일자리 속성, 거시 경제적 속

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처음으로 활용하여 비정규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

성을 분석하는 만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유용성과 활용가능성 또한 더불어 확인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비정규 노동시장과 관련한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직업이동 및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비정규

직법 시행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

야의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과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역사를 지닌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관한 연구가 초기 데이터의 차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면, 보다 본질적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한 연구들은 연구자

의 관점을 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의 논쟁은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주

도했다. 복리후생 격차에 관한 연구(강승복, 2005; 반정호, 2006; 안주엽, 2006; 윤정향, 2008; 황덕

순, 2003)가 대부분 유사한 결과물을 내어놓은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관련 연구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적특성과 업무특성 등을 반 한 최근의 연구에서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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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재량, 2007; 백학 ‧구인회, 2010; 어수봉‧윤석천‧김주일, 2005; 이인재, 2007). 남재량(2007)은 

근로자들의 관찰되지 못한 개개인의 능력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

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학 ‧구인회(2010)도 차별에 의한 임금

격차는 실제 크지 않았으며 임금격차의 상당부분은 일자리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

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금차별 해소로 인한 비정규직의 빈곤완화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기

존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대 후반을 뜨겁게 달군 문제는 단연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

란이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의 효과 분

석에 관한 연구로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법이 2년 이상 근로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

을 통한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와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분석

하는 연구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2007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윤정향, 2008; 이인재, 2008; 남재량‧박기성, 2010; 한국

개발연구원, 2009; 한국노동경제학회, 2010; 이병희, 2011 등), 비정규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추이 분석(유경준 편, 2009; 한국노동연구원, 2011; 남재량‧김 문‧오계택, 2011; 이병희 외, 2012) 

또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정의나 데이터, 분석 방법에 따라 차

이를 보 듯이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도 시기별, 내용별로 다양한 견해가 제기

되었다. 물론, 고용구성 상의 변화(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 감소, 간접고용 증가)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결과(김유선, 2012; 어수봉‧조세형, 2008; 이병희, 2009; 이병희‧정성미, 

2007)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제법이 고용안정성과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엇갈린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병희(2009)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고용 불안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남재량(2009b)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와 반

복갱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고용 총량에 미치는 효과 역시 유경준(2008), 

윤정향(2008), 이병희(2009) 등이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당시 고용 성과의 부진이 비정규직법의 

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남재량‧박기성(2010)은 비정규직법이 고용총량에 매우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유경준‧강창희(2009)와 이종훈‧유경준‧김주일(2010)은 비정

규직법이 초기에는 부정적인 향을 미쳤지만, 2009년 8월부터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결

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법 시행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남재량‧박기성, 2010; 이인재, 2008)과 경기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병희‧정성미, 2008; 

유경준, 2008)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분석에 충분할 정도의 자료가 축적되지 

* 백학 ‧구인회(2010)는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의 확대로 비정규직의 임금수
준을 높이는 한편, 기업복지와 사회보장급여에서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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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인 만큼 주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논의가 활발히 전

개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이후 한국노동경제학회(2010)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의 고

용 효과에 대해 “비정규직 이동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8년 이후 일련의 고용감소는 비정규

직 입법보다는 경기적인 향에 더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비정규직 노동시장 및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다 면 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비정

규직법 시행 3년의 고용 효과를 고용안정성, 고용구성 변화, 고용총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이병희(2011)는 비정규직호보법이 기간제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고용총량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부정적인 

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입법적인 규율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노동시장 관련 연구의 또 한 축을 담당해온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및 향요인에 관한 

연구 역시 논란을 거듭해왔다.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비정규직의 입직 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미치는 향이 보다 강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확률 등의 유량 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동성을 연구

한 남재량‧김태기(2000), 민현주‧신은종(2005), 장지연‧양수경(2007), 김우 ‧권현지(2008), 이혜민

(2008) 등은 비정규 노동 경험이 직업이동의 덫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남

재량(2009a)은 동일한 고용형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다른 고용형태로 옮겨갈 확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정규근로와 비정규 근로 간에 활발한 이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은 가교 또

는 디딤돌로서도 상당한 역할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비

정규직의 고용형태나 직업이동의 패턴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되기도 했다. 직업이동

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업종, 직종, 규모, 노조유무 

등을 주요변수로 설정하여 그 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분야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끈 것은 아무래도 종단적 자료의 축적이 미친 향이 크

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패널 조사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고, 유량 분석을 넘어 근로기간을 고려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방법론이 본 연구에서도 활용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다. 비

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직업이동의 양상과 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수가 많지 않

지만,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이행확률모형에 포착할 수 없는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종단적 분석이 본격화되면서 진전된 논의들 중 대표적인 분야가 소위 ‘비정규직의 덫’ 논쟁이다. 

비정규직의 경험이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함정(trap)인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 비정규직 이동경로분석은 비정규직법 시행 전 1년 반(2005. 8~2007. 3)과 시행 후 1년 반(2007. 8~2009. 3/2108. 

3~2010. 3)동안에 임금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미취업(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호간 이동을 비교함으로써 비
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한국노동경제학회, 2010: 15)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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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bridge)역할을 하는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양쪽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존재한다. 노

동시장 분절론은 비정규직의 경험이 덫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이다. 노동시장

은 분절되어 있어서, 정규직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경험은 정규직으로 이동

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반대편 논리의 대표적 이론은 인적자본론이다.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숙련과 현장훈련이 인적자본의 한 요소이므로, 비정

규직의 경험이 덫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초기 실증연구 중의 하나인 남재량‧김태기(2000)의 연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진

입하기 위한 가교이기보다는 함정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종단분석이 아니었고, 또 거시

적 접근에 초점을 둠으로써 부문 간 이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적 설명력이 취약하

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종단

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는 민현주‧신은종(2005)의 연구이다. 한국

노동패널(1998~2001) 4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사 분석을 적용한 이 연구에서 이들은 

이전직장에서 비정규직 근로를 오래할수록 이직 시 정규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

는 것으로, 즉 비정규직의 속화를 주장했다. 반대의 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들도 있는

데, 비정규직의 경험이 전혀 향이 없거나 근속연수가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한다. 남재량(2009a)은 한국노동패널과 경활인구조사 데이터를 비교한 이행행렬분석에

서 매년 비정규직의 40% 내외가 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정규직의 10% 내외가 비정규직으로 이동

하는 현상을 보여주었고, 이를 근거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최낙혁‧권혁주(2010)는 사건사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중 기간제 노동자의 

이동성을 분석하여, 근속년수가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비정규직 

경험이 정규직 전환의 덫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교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사건사 분석을 수행한 두 연구가 상반된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분석의 초점이 상이하

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여컨대, 분석대상인 ‘비정규직’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

이기도 하고, 사건(event)을 상이하게 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현주‧신은종(2005)은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한 분류에 기초하여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

으로 설정한 반면, 최낙혁‧권혁주(2010)는 노사정위원회의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체계를 따랐고, 

다양한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분석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주기(spells)의 특성도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 유사한 정의를 하더라도 사건사 분석의 

특성상 관측시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건 주기의 특성이 상이하게 포착될 수도 

있다. 혹은 발생사건을 직업이동으로 할 것인가, 정규직 전환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건주기

(spell)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오류가 있었다기보다는 노동

시장의 동태적 양상의 서로 상이한 측면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비정규

직의 서로 다른 현상의 일부를 분석하 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쌓일 때까지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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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로자의 생존기간을 분석하고 여기에 미치는 향들을 검토한다. 비정규직의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탈출이 어려워지는지, 그러한 향이 없는지가 분석의 초점이지만, 이에 더하여 향

요인과 다양한 동태적 양상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도 연구 과업으로 설정했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8차)를 분석에 활용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시

작된 전국 가구단위 패널 조사로 농어가와 읍면지역이 제외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한

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에 비해 그 규모가 크고 원가구 표본 유지율(8차 년도 72.17%)도 안정적

이어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다음의 이유로 본 연구의 수행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첫째, 고용형태별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복지패널은 2차 년도부터 비정규직을 구분함에 

있어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외에도 고용관계, 근로계약 유무와 근로지속 가능성을 묻는 변수를 

추가해 지속가능 무기근로로 나뉘는 정규직과 지속불가능 무기근로, 지속가능 유기근로, 지속불

가능 유기근로의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로의 구분은 물론 연구의 목적에 맞는 변수의 통합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비정규

직의 특성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정규/비정규직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직업구분을 하 으므로 구분의 엄 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패널 데이터의 속성상 개인이 반복되어 관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상황의 변화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이로 인한 각 변수의 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적 특성을 8년간 추적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비정규직 여부에 대한)으로 직업이동의 패턴과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횡단면 데이터가 총량적 접근에 머무르는 반면, 패널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연구에 반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양상과 동태적 특성을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살

펴보기 위해 사건사 분석을 시도한다. 사건사 분석은 특정 사건(사망, 질병 등)의 발생 여부를 기

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통계 기법으로 의학 및 범죄학 연구에서 시작된 이후 점차 그 역이 

확장되었다. 시간에 따른 사건의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둔 분석기법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근로

기간에 따른 직업이동 실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직업적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적 지위의 이동가능성을 생존율(survivor function)과 탈출위험률(hazard rate)을 

통해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간에 따른 특성차를 반 할 수 있어 비정규직의 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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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생존과 탈출 경향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사람과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직업이동 방향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사건사 분석은 매우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해준다. 이 같은 분석은 비정규직의 직업경험이 정규직

으로의 진입에 미치는 향 뿐 아니라 근로기간에 따라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다양한 패턴이 어

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는 복지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반 하여 이산분석

(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채택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탈출위험률과 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정규직 탈출위험률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함께 시행했다.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은 정규직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

를 지니며, 비정규직 내에서의 진입과 이탈 역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반 한 결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동의 흐름을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정규직, 비정규직→실업

(미취업, 무급가족노동,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비정규직→자 업(고용주 포함)으로 유형화하고, 

근로주기 역시 반복주기로 설정하여 잦은 이동성을 보이는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상의 특성을 최

대한 반 하고자 노력했다. 

가령, 본 연구에서 2007년에 비정규직에 입직한 근로자가 2009년에 실직했다가 2010년에 다시 

비정규직으로 이행하여 관찰종료시점까지 관찰된 경우 이 사례는 2개의 근로주기를 가지며, 각각 

이벤트 발생(실직)과 우측절단(비정규직 유지)으로 취급되어 분석에 포함된다. 본 연구의 관찰시

작시점은 2006년 12월, 관찰종료시점은 2012년 12월이며, 이산분석의 측정방식에 따라 짧게는 1

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의 지속기간을 갖는 근로주기가 설정된다*. 좌측절단(left-censroed)과 우

측절단(right-censroed) 등 근로주기의 설정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첫째, 분석대상은 관찰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비정규직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즉, 비

정규직 입직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둘째, 근로주기의 시작이 관찰되

지 않은 좌측절단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즉 전년도(t-1)에 비정규직이었음을 확인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 관찰종료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우측절단 사례

는 일반적인 사건사 분석 방식에 따라 분석에 포함시켰다. 다만, 20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생존

한 경우 2013년 사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건 발생 여부가 확인된 시점을 기준

으로 생존기간을 측정했다. 즉, 2012년까지 비정규직을 유지한 자는 2011년까지의 근속기간이 생

존기간으로 계산된다. 

* 이산분석은 사건의 발생이 구간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연속된 두 해의 직업적 지위 
정보가 존재해야 근로주기의 설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관찰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이므로 최장 5년까지
의 근로주기가 설정된다. 

** 사건사 분석의 자료구성에 있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들
이 고려되어 온 만큼 어떤 방법이 옳은가보다는 연구자의 일관된 기준과 관점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 되었느냐의 여
부가 적절성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찰시작시점에서 관찰종료시점까지 관찰 기간 내에 포착된 모든 비정
규직 근로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준에 따라 근로주기의 시작이 관찰되지 않는 자료와 관찰시작시점 전에 이
벤트 발생이 종료된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근로주기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자
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산분석의 논리에 적합하며, 반복주기 설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이동 실태를 충
분히 반 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세팅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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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6년 이후 비정규직 입직 경험이 있는 294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

복경험을 고려한 근로주기를 설정한 후 독립변수에 존재하는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총 6680개의 

사례가 생존기간 분석에 사용됐다. 종단면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인만큼 패널 데이터 분석에 용이

한 STATA12를 통계 분석의 도구로 삼았다. 

3) 분석내용

본 연구는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기간(생존기간)에 따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탈출) 양상이 달

라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패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노

동수요 요인과 노동공급 요인을 선별하여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것이다.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업종, 직종, 기업규모 등의 요인이 비정규직의 탈출에 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탈출 유형별로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향력을 발휘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연구문제 2.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라 비정규직의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가?

비정규직에서 근로기간을 고려했을 때 비정규직의 생존율과 탈출위험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한다. 이 주제는 비정규직 입직 경험이 비

정규직의 속화를 초래하는가, 혹은 정규직 진입에 장애로 작용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로 오랫동

안 논란이 되어 왔다. 비정규직 생존 및 탈출에 있어 근로기간의 향력이 유의미하다면, 그 

향의 방향에 따라 기존의 논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비정규직 진입시기가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가?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로 비정규직의 생존 및 탈출 경향의 변화가 포착된다면, 법 시행의 효과

가 어느 정도로 발현되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가?

이는 비정규직법의 향력 안팎에서 고용형태별 생존확률과 탈출위험률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

정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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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분석틀

독립변수
비정규직 근로기간
비정규직 진입시기
비정규직 고용형태

종속변수
1 정규직
2 실업
3 자영업

통제변수
노동공급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노동수요 업종, 직종, 기업규모

4) 주요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수 구성은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제시한다. 

〈표 3-1> 주요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종속변수
비정규직 
탈출위험률

(생존) 비정규직→비정규직 = 0

(탈출) 비정규직→정규직 = 1

      비정규직→실업 = 2

      비정규직→자 업 = 3

독립변수

노동공급

성별 여자 =0                 남자 = 1

연령 기준변수 30~49세 16~29세 = 1, 나머지 = 0

50세 이상 = 1, 나머지 = 0

학력 기준변수 고졸 이하
          

중졸 이하 = 1, 나머지 = 0

전문대졸 이상 = 1, 나머지 = 0

결혼 상태 배우자 있음 = 0         배우자 없음 = 1

노동수요

업종 기준변수 제조업

 

건설업 = 1, 나머지 = 0

공공서비스 = 1, 나머지 = 0

민간서비스 = 1, 나머지 = 0

직종 기준변수 생산직 전문사무직 = 1, 나머지 = 0

서비스판매직 = 1, 나머지 = 0

단순노무직 = 1, 나머지 = 0

기업규모 기준변수 1~9명 이하 10~99명 = 1, 나머지 = 0

100~299명 = 1, 나머지 = 0

300명 이상 = 1, 나머지 = 0

근로기간
기준변수 1년

2년 = 1, 나머지 = 0

3년 = 1, 나머지 = 0

4년 = 1, 나머지 = 0

5년 = 1, 나머지 = 0

진입시기 기준변수 2007년

2008년 = 1, 나머지 = 0

2009년 = 1, 나머지 = 0

2010년 = 1, 나머지 = 0

2011년 = 1, 나머지 = 0

고용형태 기준변수 기간제
시간제 = 1, 나머지 = 0

간접고용 = 1, 나머지 = 0

직접고용 = 1, 나머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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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 

〈표 4-1〉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생존율과 탈출 험률

근로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

구간 내
탈출 수

우측절단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1년
2년
3년
4년
5년

6680

2696

1137

 418

 110

1999

 618

 222

  79

  22

1985

 941

 497

 229

  88

0.7007 

0.5401 

0.4347  

0.3525

0.2820

0.2993

0.2292

0.1953 

0.1890 

0.2000 

0.1350 

0.1035 

0.0836

0.0789

0.0545

0.1394 

0.1079

0.0888

0.0909 

0.1273

0.0249

0.0178

0.0229 

0.0191

0.0182 

  주 1) 실업은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함.

     2) 자 업은 고용주와 자 업을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존율

과 탈출위험률을 분석했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 근

로자의 생존율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직 후 1년 동안 비정규직

으로 생존할 확률은 70.07%, 1년 동안 생존한 근로자가 다음해에도 비정규직으로 머무를 확률은 

54.01%이다. 3년차에는 43.47%, 4년차에는 35.25%, 그리고 5년차에는 28.20%의 생존율을 보인다. 

즉, 비정규직 입직 2년 이내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탈출하고, 입직 후 5년에 

이르면 28.20%만이 비정규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이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탈출위험률을 살펴보면, 입직 후 1년 이내에 비정

규직에서 탈출할 확률은 29.93%에서 4년차 18.90%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5년차에 다시 20%로 

상승했다. 연차별 탈출위험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 흐름이 일관된 하락세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기간이 길수록 비정규직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평가하기

에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만, 유형별 탈출위험률을 보면 비정규직의 탈출은 정규직으로의 탈출보다 실업으로의 탈출이 

전 근로기간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 1년 이내에 비정규직에서 탈출한 29.93%의 근로

자 중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13.50%, 실업으로의 이동은 13.94%, 자 업으로의 이동은 2.49%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실업 상태에 놓일 확률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경향

은 계속 이어져 비정규직 근로 5년차에 이르면 정규직으로의 탈출보다 실업 상태로의 이동이 2

배 이상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가장 빈번한 이동경로가 실업(미취업)이라는 연구 결과(이혜민, 

2008)와 맥을 같이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이동에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함정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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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남재량‧김태기, 2000; 민현주‧신은종, 2005; 장지연‧양수경, 2007; 이혜

민, 2008)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로기간에 따른 직업이동 양상을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 노동수요 요인과 업종, 직종, 

기업 규도 등 노동공급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실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표 4-2〉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성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여성 1년 0.7207 0.2793 0.1089 0.1517 0.0187

2년 0.5537 0.2317 0.1026 0.1180 0.0111

3년 0.4459 0.1947 0.0758 0.0966 0.0223

4년 0.3640 0.1837 0.0694 0.1020 0.0122

5년 0.2818 0.2258 0.0323 0.1774 0.0161

남성 1년 0.6727 0.3273 0.1718 0.1221 0.0335

2년 0.5210 0.2254 0.1048 0.0926 0.0281

3년 0.4188 0.1961 0.0948 0.0776 0.0237

4년 0.3365 0.1965 0.0925 0.0751 0.0289

5년 0.2804 0.1667 0.0833 0.0625 0.0208

〈표 4-2〉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성별 생존율을 분석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입직 후 1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72.07%로 남성(67.27%)보다 높게 나타났다. 2년차에도 여성 

55.37%, 남성 52.10%로 여성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높다. 그러나 남녀 간 생존율은 점점 그 격차

가 줄다가 근속 5년차에 이르면 여성 28.18%, 남성 28.04%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즉 입직 

초기에는 성별차가 뚜렷하지만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유사한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며, 남녀 모

두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에서 탈출해 전반적인 생존율과 같은 수준인 28%대의 낮은 생존율을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 참조). 

다만 유형별 탈출위험률 분석 결과, 남성은 전 기간에 걸쳐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실업 상태로의 이동이 더 많아 직업이동의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 다. 다만, 탈출

위험률의 정규/실업 간 비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를 단순 비교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향

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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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연령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16~29세 1년 0.5680 0.4320

0.3695

0.3396

0.4138

0.5000

0.1809

0.1906

0.1415

0.2069

0.5000

0.2375

0.1672

0.1792

0.1724

0.0000

0.0135

0.0117

0.0189

0.0345

0.0000

2년 0.3582

3년 0.2365

4년 0.1386

5년 0.0693

30~49세 1년 0.7050 0.2950 

0.2198 

0.1976 

0.1676 

0.1915 

0.1721

0.1216

0.1008

0.0973

0.0426

0.0926

0.0774

0.0672

0.0486

0.1489

0.0303

0.0208

0.0296

0.0216

0.0000

2년 0.5500

3년 0.4413

4년 0.3674

5년 0.2970

50세 이상 1년 0.7579 0.2421

0.1976

0.1638

0.1765

0.1967

0.0700

0.0589

0.0552

0.0441

0.0492

0.1483

0.1222

0.0914

0.1176

0.1148

0.0237

0.0165

0.0171

0.0147

0.0328

2년 0.6082

3년 0.5085

4년 0.4188

5년 0.3364

연령별 생존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정규직으로 머물 확률이 높은 가운데, 범주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0대 이하 청년층 근로자의 비정규직 생존율은 근로 1년차에 56.80%로 30~40대 

근로자(70.50%)와 50대 이상 근로자(75.79%)보다 눈에 띄게 낮은 생존율을 보 다. 5년차에는 생

존율이 크게 떨어져 6.93%까지 하락했다.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근

로자가 비정규직에서 탈출하고 있는 셈이다. 탈출 유형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 1년 이내에는 

실업으로의 이동확률이 정규직으로의 탈출확률보다 높지만 2년차 이후에는 정규직으로의 탈출확

률이 실업으로의 이동확률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20대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개 비정규직 근로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의 이동

을 경험하며, 비정규직 근로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정규직으로의 탈출가능성이 높게 잠재되어 있어 

대부분 5년 이내에 직업이동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생존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 이하 청년층에 비해 15%p 이상 높고, 50대 

이상 고연령층에 비해서는 4~5%p 정도 낮다. 탈출 경향은 일관되게 정규직으로의 탈출 경향이 

높다가, 근로 5년차에 이르면 정규직으로의 탈출 확률보다 실업으로의 이동이 4배 가까이 높아졌

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생존율이 높고, 탈출 또한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가 4년차에 이를 때까지 정규직으로의 탈출이 많았던 것과 달리 50

대 이상 연령층은 전 기간에 걸쳐 실업 상태로의 탈출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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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학력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중졸 이하 1년

2년
3년
4년
5년

0.7443

0.5822

0.4775

0.3799

0.3108

0.2557

0.2177

0.1799

0.2044

0.1818

0.0706

0.0662

0.0608

0.0511

0.0303

0.1612

0.1336

0.1032

0.1387

0.1212

0.0239

0.0180

0.0159

0.0146

0.0303

고졸 이하 1년
2년
3년
4년
5년

0.7137

0.5661

0.4635

0.3785

0.3179

0.2863

0.2069

0.1812

0.1833

0.1600

0.1427

0.0963

0.0853

0.0944

0.0600

0.1178

0.0896

0.0682

0.0722

0.0800

0.0257

0.0210

0.0277

0.0167

0.0200

전문대졸 이
상

1년
2년
3년
4년
5년

0.6425

0.4666

0.3556

0.2922

0.2056

0.3575

0.2738

0.2379

0.1782

0.2963

0.1888

0.1574

0.1103

0.0891

0.0741

0.1439

0.1032

0.1034

0.0594

0.2222

0.0248

0.0132

0.0241

0.0297

0.0000

학력별 생존율 분석표를 보면, 중졸 이하나 고졸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 이하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생존율을 보인 반면, 대

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차 생존율이 64.25% 고, 비정규직 근속 5년째에 이르면 20.56%

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탈출 경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탈출

하기 보다는 무직으로 전환 위험률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정규직으로의 전환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비정규직에서 탈출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저학력일수록 불안

정한 직업이동 경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4-5〉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결혼 상태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유배우 1년

2년
3년
4년
5년

0.7190

0.5626 

0.4586 

0.3921 

0.3088 

0.2810

0.2176

0.1848

0.1449

0.2125

0.1360

0.1011

0.0800

0.0652

0.0625

0.0054

0.0075

0.0105

0.0158

0.0415

0.0290

0.0208

0.0248

0.0109

0.0125

무배우(미혼) 1년
2년
3년
4년
5년

0.6058

0.4051

0.2901 

0.1972 

0.1479 

0.3942

0.3313

0.2840

0.3200

0.2500

0.1806

0.1667

0.1361

0.1800

0.1250

0.0115

0.0175

0.0265

0.0490

0.1250

0.0126

0.0142

0.0296

0.0200

0.0000

  주: 결혼 상태는 배우자 유무를 기혼과 미혼을 중심으로 분류하되, 사별, 이혼, 별거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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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생존율을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의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그리고 무배우자의 비정규직 탈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해저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 구분에서 20대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공급 요인 중의 하나인 업종별 비정규직 생존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여타의 업종에 비해 

확연하게 낮은 생존율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 비정규직 5년이 경과하면 17.5%만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조업에 종사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탈출경향이 미취업으로 

탈출하는 경향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다만 5년차의 경우 정규직 전환보다 실업으로의 탈출위험률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 비정규직 탈출자의 경우 실업 확률이 높은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비정규직 생존 확률도 높았고, 비정규직

에서 탈출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는 미취업으로 전환될 위험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 다. 

〈표 4-6〉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업종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제조업 1년

2년
3년
4년
5년

0.6203 

0.4337 

0.3454 

0.2636 

0.1757

0.3797

0.3007

0.2037

0.2368

0.3333

0.2570

0.1703

0.1019

0.1316

0.1111

0.1101

0.1123

0.0833

0.1053

0.2222

0.0127

0.0181

0.0185

0.0000

0.0000

건설업 1년
2년
3년
4년
5년

0.7610 

0.6099 

0.5114 

0.4383 

0.3709 

0.2390

0.1986

0.1615

0.1429

0.1538

0.0822

0.0719

0.0769

0.0612

0.0769

0.1263

0.1130

0.0769

0.0612

0.0769

0.0304

0.0137

0.0077

0.0204

0.0000

공공서비스 1년
2년
3년
4년
5년

0.7040 

0.5263 

0.4197 

0.3635 

0.3012 

0.2960

0.2525

0.2025

0.1339

0.1714

0.1472

0.1139

0.0823

0.0714

0.0286

0.1256

0.1151

0.1013

0.0446

0.1429

0.0231

0.0235

0.0190

0.0179

0.0000

민간서비스 1년
2년
3년
4년
5년

0.7137 

0.5714 

0.4614 

0.3665 

0.2905 

0.2863

0.1994

0.1925

0.2056

0.2075

0.1152

0.0917

0.0856

0.0701

0.0566

0.1465

0.0933

0.0820

0.1121

0.1132

0.0246

0.0144

0.0250

0.0234

0.0377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과 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이 모두 5년차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낮은 생존율을 보 으며, 단순노무직이 32.01%의 비교적 높은 생존율을 보 다. 생산직의 경우 

직업이동이 일어나면 실업에 비해 정규직으로 탈출할 확률이 일관되게 높지만, 단순노무직의 경

우에는 실업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 일관되게 높아 비정규직과 실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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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직종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생산직 1년

2년
3년
4년
5년

0.6910

0.5262

0.3784

0.2952

0.2558

0.3090

0.2385

0.2808

0.2200

0.1333

0.1944

0.1379

0.1507

0.1400

0.1333

0.0787

0.0632

0.1027

0.0400

0.0000

0.0359

0.0374

0.0274

0.0400

0.0000

전문사무직 1년
2년
3년
4년
5년

0.6343

0.4655

0.3764

0.3061

0.2478

0.3657

0.2662

0.1914

0.1867

0.1905

0.2198

0.1540

0.0813

0.1067

0.0000

0.1201

0.0951

0.0909

0.0800

0.1905

0.0258

0.0171

0.0191

0.0000

0.0000

서비스판매직 1년
2년
3년
4년
5년

0.7034

0.5440

0.4566

0.3691

0.2684

0.2966

0.2266

0.1607

0.1917

0.2727

0.1243

0.1141

0.0857

0.0667

0.0606

0.1499

0.0967

0.0571

0.0833

0.1818

0.0224

0.0158

0.0179

0.0417

0.0303

단순노무직 1년
2년
3년
4년
5년

0.7375

0.5815

0.4703

0.3860

0.3201

0.2625

0.2116

0.1912

0.1792

0.1707

0.0777

0.0655

0.0637

0.0578

0.0488

0.1625

0.1327

0.1016

0.1156

0.0976

0.0223

0.0134

0.0259

0.0058

0.0244

〈표 4-8〉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규모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1~9명 1년

2년
3년
4년
5년

0.6935 

0.5263 

0.4070 

0.3117 

0.2196 

0.3065

0.2411

0.2267

0.2340

0.2955

0.1165

0.0965

0.0859

0.1011

0.1136

0.1590

0.1191

0.1097

0.1064

0.1364

0.0310

0.0256

0.0311

0.0266

0.0455

10~99명 1년
2년
3년
4년
5년

0.7279

0.5806

0.4905

0.4107

0.3508

0.2721

0.2024

0.1552

0.1627

0.1458

0.1282

0.1072

0.0813

0.0663

0.0208

0.1287

0.0842

0.0690

0.0783

0.1250

0.0152

0.0109

0.0049

0.0181

0.0000

100~299명 1년
2년
3년
4년
5년

0.6915

0.5770

0.4584

0.4217

0.3374

0.3085

0.1656

0.2055

0.0800

0.2000

0.2121

0.0955

0.1370

0.0000

0.0000

0.0826

0.0701

0.0548

0.0800

0.2000

0.0138

0.0000

0.0137

0.0000

0.0000

300명 이상 1년
2년
3년
4년
5년

0.6586

0.4590

0.3729

0.3051

0.2746

0.3414

0.3031

0.1875

0.1818

0.1000

0.2125

0.1457

0.0521

0.0909

0.0000

0.1020

0.1417

0.0729

0.0909

0.1000

0.0269

0.0157

0.0625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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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따른 비정규직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규모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사이에 생존율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다만, 비정규직 탈출 유형을 구분해 보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첫 1~2년에 정

규직 탈출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업으로의 탈출위험률이 높

은 것과 대비된다.

〈표 4-9〉 비정규직 근로기간에 따른 고용형태별 생존율

근로기간
변수

생존율
탈출위험률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자 업

기간제

1년
2년
3년
4년
5년

0.6756

0.5005

0.3853

0.2975

0.2390

0.3244

0.2591

0.2302

0.2278

0.1967

0.1731

0.1317

0.1067

0.1097

0.0820

0.1282

0.1091

0.1006

0.0886

0.0984

0.0231

0.0183

0.0229

0.0295

0.0164

시간제

1년
2년
3년
4년
5년

0.6911

0.5248

0.4266

0.3484

0.2516

0.3089

0.2407

0.1871

0.1833

0.2778

0.0724

0.0631

0.0702

0.0667

0.0556

0.2222

0.1612

0.0994

0.1167

0.2222

0.0143

0.0164

0.0175

0.0000

0.0000

간접고용

1년
2년
3년
4년
5년

0.7830

0.6731

0.6092

0.5048

0.4711

0.2170

0.1404

0.0950

0.1714

0.0667

0.0889

0.0556

0.0447

0.0429

0.0000

0.1150

0.0760

0.0503

0.1143

0.0667

0.0131

0.0088

0.0000

0.0143

0.0000

특수고용

1년
2년
3년
4년
5년

0.7797

0.6652

0.5535

0.5318

0.3988

0.2203

0.1469

0.1679

0.0392

0.2500

0.0647

0.0594

0.0382

0.0000

0.0000

0.0863

0.0594

0.0687

0.0392

0.1875

0.0693

0.0280

0.0611

0.0000

0.0625

마지막으로 고용형태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유형별 차이가 뚜렷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위

험률에서도 기간제고용과 여타 비정규직 유형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제 고용

의 경우 5년까지 생존할 확률이 23.9%인 반면 간접고용의 경우 47.11%, 특수고용이 39.88%의 높

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탈출할 경우 정규직으

로의 전환위험률이 높은 반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위험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접고용의 경우 5년차, 특수고용의 경우 4년차부터는 정규직으로의 탈출

이 사실상 종료돼 2~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탈출하지 못할 경우 직업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이행보다는 잦은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반복은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법 적용의 사각지대에서 직업이동을 전전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의 생존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직 1년 이내 비정규직으로 생존할 확률은 70.07%, 5년 이후에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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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을 유지할 확률은 28.20%로 비정규직 직업이동은 높은 역동성을 보 다. 물론, 이러한 다

이내믹함이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탈출을 기준으

로 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속성은 성별과 연령이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30~40대보다

는 50대, 제조업보다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직보다는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규모로는 

1~9명 이내의 사업체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보다 시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근로자들이 정

규직으로의 탈출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비정규직 생존율에서는 중졸과 고졸의 차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대졸에서 현저하게 생존율이 떨어졌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률에서

는 중졸이하에서 현저하게 낮았고, 중졸이하 학력에서 비정규직 탈출은 정규직 취업이라기보다 

미취업으로의 전환이 대부분이었다. 

직업이동성은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무

배우자(미혼), 제조업 종사자, 9명 이하 사업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생존율이 5년차에 이르러 22%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의 직업이동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생존율이 대개 2년 차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과 20대 이하 

청년층, 유배우자, 생산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비정규직 근로 기간이 5년차에 이르면 

정규직으로의 탈출확률보다 실업으로의 탈출확률이 높아졌다. 

2)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비정규직 탈출이라는 사건사(event history)에 어떤 요인이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

산시간 해저드 모델(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두 가지 분석모델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는 비정규직 탈출을 단일사건으로 가정하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

석한다. 두 번째 단계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탈출이 정규직

으로 이행, 실업으로 이행, 자 업으로 이행 등 다유형 사건(multiple kinds of events)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유형별 향요인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분석모델 1: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용〉

모형Ⅰ은 연구가설 1을 검증한다.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탈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공급의 요인과 노동수요의 요인 양 측면에서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성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성에 비

해 남성이 비정규직 탈출위험률이 높고, 20대 이하 청년층이 30~40대에 비해 비정규직 탈출위험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근로자는 30~40대에 비해 비정규직 탈출위험

률이 낮았다. 노동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업종과 사업체 규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요인으

로 검증되었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는 비정규직 탈출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그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탈출위험률이 

낮았으나 10~9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만 그 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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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비정규직 직업이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성별(기준: 여성) .2612753*** .2442538*** .2641*** .2815537***

연령(기준: 30~49세)

16~29세 .443988*** .373876*** .4534987*** .4252519***

50세 이상 -.2254029** -.1665914* -.218911** -.2069967**

학력(기준: 고졸 이하)

중졸 이하 .0264179 -.0023007 .0152104 .0250576

전문대졸 이상 .0617888 .0579355 .0605769 .0814017

결혼(기준: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미혼) .0504803 .0591634 .0472613 .0212215

업종(기준: 제조업)

건설업 -.7620421*** -.6983791*** -.7663014*** -.752966***

공공서비스 -.4643324*** -.4289128*** -.4709027*** -.3735067***

민간서비스 -.4673068*** -.4222428*** -.4726197*** -.362732***

직종(기준: 생산직)

전문사무직 .111426 .1074984
.117489

.084667

서비스판매직 -.0160515 -.0062064 -.0128431 .0282643

단순노무직 -.145274 -.1500781 -.1467438 -.1070295

규모(기준: 1~9명)

10~99명 -.2759836*** -.2423664*** -.274181*** -.2503204***

100~299명 -.1758174 -.1415608 -.175225 -.1615842

300명 이상 -.0505429 -.0569078 -.0460887 .0232185

근로기간(기준: 1년)

2년 -.3373147***

3년 -.708148***

4년 -1.172008***

5년 -1.12607***

진입시기(기준: 2007년)

2008년 .1135925

2009년 .1149179

2010년 .0403456

2011년 -.0631586

고형형태(기준: 기간제)

시간제 -.2530044**

특수고용 -.4353787***

간접고용 -.6505007***

_cons  .1971761*
.3666806

**
.1425714 0.263

Log likelihood -3568.0936  -3506.3066 -3565.5139 -3540.1171

Chi-Square 192.12
*** 315.70***

197.28
***

248.08
***

N 5319

* p<.05, ** p<.01, *** p<.001

 

모형Ⅱ는 모형 1에 비정규직 생존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연구가설 2를 검증한다. 다른 변수들

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근로기간이 비정규직 탈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

는가? 분석 결과 성과 연령, 업종, 규모가 모형Ⅰ과 같은 수준의 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비정

규직 근로기간이 비정규직의 탈출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비정규직 근로기

간이 길어지면 비정규직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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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Ⅲ은 연구가설 3을 검증한다. 비정규직 진입시기가 비정규직의 탈출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진입시기는 비정규직 탈출에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탈출확률에 차이가 있는가(연구가설 4)는 모형Ⅳ에서 검증한다.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 특수고용, 간접고용 근로자는 부정적 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즉 시간제, 특수고용, 간접고용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탈출위험률이 

낮으며, 같은 고용형태를 유지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석모델 2: 다항로짓(multinominal logit) 회귀모형의 적용> 

앞의 사건사 분석은 비정규직의 탈출을 단일사건으로 가정한 것인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과 실업으로의 이행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항로짓 회귀모형을 통해 비정규직 

탈출사건을 정규직으로 이행, 실업으로 이행, 그리고 자 업으로 이행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여기

서 분석의 초점은 분석모델 1에서 모형Ⅰ과 모형Ⅱ, 그리고 모형Ⅲ에서 설정된 독립변수의 향

력이 정규직 이행과 실업으로의 이행에 통계적 유의도가 변화하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의 〈표4-11〉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리고 실업으로 이행하는 확률에 대한 다항로

짓분석결과이다. 첫 번째 정규직, 실업 이행은 앞의 로짓모형(Ⅱ)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기간

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이며, 두 번째 정규직, 실업 이행에 관한 칸은 로짓모형(Ⅲ)와 같이 비

정규직 진입시기를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이다. 

먼저 로짓모형(Ⅰ)에서 비정규직 탈출위험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 노동공급 

요인과 노동수요 요인들이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위험률과 실업으로 이행하는 위험률로 구분할 

경우에도 유사한 향력을 행사하는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위험율의 경우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의미하게 정규직 이행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이행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

과 서비스업은 정규직 이행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런데 실직으로의 탈출위험률에 대한 독

립변수의 향력은 정규직 이행에 미치는 향력과 상반된 방향인 경우가 많았다. 50세 이상 연

령층은 정규직에 부정적 향력이 있었지만,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에는 긍정적 향력을 보여주었

다(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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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비정규직 탈출 유형별 향 요인 분석

변수

모형Ⅱ 모형Ⅲ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비정규→정규 비정규→실업

성별(기준: 여성) .4203887*** -.0693993 .4404958*** -.0480144

연령(기준: 30~49세)

16~29세 .150761 .717368*** .236249* .7852414***

50세 이상 -.5173079*** .2191473* -.5736672*** .1681756

학력(기준: 고졸 이하)

중졸 이하 -.1237466 .0432315 -.1060516 .0647616

전문대졸 이상 .0945876 -.0434418 .0934126 -.038762

혼인(기준: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미혼) -.011189 .2683466* -.0305952 .2657043*

업종(기준: 제조업)

건설업 -1.248026*** -.111318 -1.315316*** -.1691211

공공서비스 -.7673224*** -.0675198 -.8052492*** -.1031862

민간서비스 -.6698838*** -.1949693 -.7112087*** -.2466445*

직종(기준: 생산직)

전문사무직 .1142804 .2432418 .1226832 .2492872

서비스판매직 -.2061112 .4176464** -.218384 .4169593**

단순노무직 -.5792489*** .4976027*** -.584477*** .5082976***

규모(기준: 1~9명)

10~99명 -.0880469 -.2627761** -.1189007 -.2935043**

100~299명 .1959411 -.4455117* .1720918 -.5010981**

300명 이상 .1387714 -.245668* .1596863 -.2490919*

근로기간(Ⅱ)

    2년차
진입시기(Ⅲ)

    2008년 -.2965699** -.3831853*** .1565891 .0194922

3년차 2009년 -.7235057*** -.7419293*** .215702* -.0272236

4년차 2010년 -1.138711*** -1.169644*** .0089144 .0872075

5년차 2011년 -1.55294*** -.7278042* .0140459 -.1233896 

_cons .0322607 -1.190005
*** -.2274357 -1.371423***

Log likelihood -5513.5351 -5567.8458 

Chi-Square 716.36
***

607.74***

N 5319

* p<.05, ** p<.01, *** p<.001

 주: 두 번째와 세 번째  행렬은 비정규직 근속기간을 투입한 모형(Ⅱ)이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행렬은 비정규직 진
입시기를 투입한 모형(Ⅲ)에 해당함.

직종의 경우 비정규직 탈출을 정규직 이행과 실업 이행으로 구분했을 때 통계적 유의도가 나

타났고, 단순노무직은 생산직에 비해 정규직 이행이 부정적인 반면 실업으로 이행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노무직이 비정규직을 탈출하는 위험률에서는 생산직과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

만, 정규직으로 탈출하는가 실직으로 탈출하는가를 구분할 경우 생산직과 통계적 차이를 드러냈

고, 정규직으로 탈출가능성은 낮은 반면 실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경험이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자(모형Ⅱ). 앞에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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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탈출위험률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은, 탈출 유형별 분석 

결과 정규직으로의 이동에도 부적 향을 미치고, 실업으로의 이동에도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의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정규직으로의 전환가능성도 낮아지지만, 미취

업으로의 이동가능성도 낮아진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의 입직 경험이 비정규직의 속화를 

초래하고, 비정규직 전환에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

어준다. 만약 비정규직 입직 경험이 비정규직의 속화를 초래한다면,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온전히 덫으로 작용한다면 정규직으로의 탈출위험률은 감소하는 반면, 실업으로의 탈출위험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실업으로의 탈출위험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정규직으로의 탈출위험률의 감소만

으로 비정규직 입직 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는 비정규직 입직 경험보다는 다른 속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진입시기(모형Ⅲ)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자. 진입시기는 〈표 4-10〉의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직과 정규직으로 탈출유형을 구분할 경

우, 정규직으로의 탈출에 있어 부분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9년은 2007년에 비해 정규직으로의 탈출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 비정규보호법 시행의 

효과를 이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법 

시행 첫해에 있어서만큼은 2007년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종단 자료이며, 종단 자료로서 분석

기간의 길이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법이 제정되고 실효성을 발효하는 첫 기간을 

경과하는 중요한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고, 기간제 근로의 경우 2년 연속사용을 제한한 법 효력이 2009년부터 발효된

다는 점에서 분석대상기간은 비정규보호법의 발효와 노동시장의 적응과정이 동태적으로 나타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산시간분석 모형의 특성상 좌절단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했고, 

이러한 측면에서 2006년에서 2007년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가 있지

만, 비정규직법 등이 제정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관찰시점에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생존율이 약 70.1% 고, 탈출위험률(hazard)은 약 29.9% 다. 2년이 지나면 약 54%가 생존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생존할 확률은 28.2%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확률보다 실업과 미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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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5년차의 경우 정규직으로 탈출할 해저드가 5.4%인 반면 미취업으로 전환될 위험률이 

12.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비정규직의 생존율 감소경향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

업과 미취업 등 불안정한 직업이동으로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정규직 탈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성과 연령이 중요한 요소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을 탈출할 확률이 낮고, 비정규직에서 탈출

하는 경우에도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상

대적으로 활발한 직업이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초기에는 실업으로의 이행확률도 높지

만,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비정규직 탈출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탈출하는 경우 미취업 상태로 전락하는 확률이 높았다. 노동수요의 측면에서는 업종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과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업은 비

정규직 탈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비정규직 탈출에 부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의 이행과 실업으로의 이행으로 나누어 본 분석모델에서 동일한 방향의 향력이 유

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정규직 경험 자체가 정규직 이행을 방해한다고 해석하는데 무리

가 있음을 암시하 다.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생존한 경우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아지

는 것은 비정규직 경험 자체의 향력이라기보다 비정규직을 벗어난 사람들의 특성이 체계적으

로 제거된 효과일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시행 효과는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2009년에 비정규직에 진입한 경우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년도에 정규직으로 어

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섣부른 결론을 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실만으로 정책적 논의를 한다면, 비정규직의 이동양상이 정태적이라기보

다 상당히 동태적이어서 비정규직법과 같은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기

보다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5년차의 경우 대부분 실업

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용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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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Causal Determinants of Poverty in Single-parent Families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기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1  서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7.8%(1990)에서 9.2%(2010)로 증가하 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한부모가족은 1인 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에 비

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 특히 한부모가 여성인 경우에는 이러한 향이 더욱 심각한

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지위가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린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은 원가족(original family)의 인적·물적 지원이 없는 한, 자녀의 양

육과 직장생활의 양립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을 

위하고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적이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

한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사적이전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부모가 빈곤을 탈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설계

하고 있다(김진욱, 2010; 이홍직, 2006; Skinner et al., 2007; Casper et al., 1994; Lichter, 1997).

한편 한부모가족은 형성원인에 따라 사별, 이혼, 미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별에 의

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에는 이혼과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한부모가족이 비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

던 반면 최근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비사별 한부모가족

(이혼과 미혼)이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사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원가족의 지원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도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인 빈곤연구와 유사하게 개인의 특성과 가족 요인에

서 빈곤결정요인을 찾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만 고려하고 주거지원이

* 한부모가족을 형성원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에는 사별(56.0%), 미혼(9.6%), 이혼(8.9%)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10년에는 이혼(32.8%), 사별(29.7%), 미혼(11.6%)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한부모가족에 유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유배우가족은 한부모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
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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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지원과 같은 비현금성 지원의 향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로 구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

에 비해 자원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사적 

책임으로 과다하게 일반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혼과 미혼 등 비사별 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

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녀양육비이행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향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이 형성원인별로 차이가 있음

을 밝히고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 위험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양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빈곤특성과 빈곤결정요인을 비교하 다. 그러나 복지패널 데이터에서 한부모가족의 표본 

수가 너무 작고 한부모가족에 민감하게 설계된 변수가 부족한 관계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을 비교할 때에만 복지패널을 활용하 고,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빈곤결정요인의 분석에는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활용하 다.

제2  이론  배경

Sainsbury(1996:40-44)는 복지국가를 구분하는 준거로써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과 개인화 모델(individual model)을 제안하 다. 개인화모델은 부부가 동시

에 소득자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

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은 부모 중 한 쪽의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부재(不

在)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도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들은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에 따

라 성 역할이 뚜렷하게 분담되는 특징이 있다. 여성은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한다(박 란 외, 2001; 홍백의 외, 2007). 

따라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자의 상실 혹은 가족 내 돌봄노동자의 

상실을 뜻하며, 특히 남성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성 배우자는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때 여성 한부모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최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개인화모델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생

계부양자모델의 향이 지배적인 국가이다. 일례로 부부간 성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편이며, 

직장생활을 하는 모(母)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거나, 

시간의 구애를 덜 받는 자 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을 완벽하

게 하는 ‘수퍼우먼’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족이 되면 한부모는 경제적 부양

과 가정생활 중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어쩔 수 없이 양립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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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 혹은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선택하는 한편 선택하지 않은 다

른 역할을 맡아줄 사람 혹은 기관의 존재를 통해 일반적인 가족의 역할을 완수하고자 한다.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보육시설이나 비공식적인 돌봄 자

원을 필요로 한다.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구 내 주요 소득자와 공적이전소득, 

원가족 혹은 전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이전 등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남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주로 원가족으로부터 돌봄의 도움을 받거나 사적으로 돌봄노

동을 수행할 자원을 보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원가족에 환원함으로

써 대체적인 소득자의 도움을 받거나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한부모가 생계

자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부양자로서의 지원과 돌봄자로

서의 지원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선행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은 크게 4가지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에도 성

(性)과 연령, 교육수준, 현재직업, 고용상태와 같은 변수들이 빈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성(性)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 2003; 석재은, 2004; 홍백의 외, 2007; 김진욱, 2010; 송치호 외, 2010). 이와 유사하게 현재 

직업의 유무와 고용상태 역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접한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령과 

교육수준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김수정(2007)과 석재은(2004)에서는 부(-)적인 향을 나타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교육수준의 혼합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

록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는 한부모가

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도 어린 자녀의 돌봄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부모의 건강상태는 송치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정

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가구원 수, 자녀 수, 미취학자녀수, 가구소득 등과 같

은 가족 변수들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서 가구원 수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빈곤 결정요인이지만(김교성, 2003; 김수정, 2007),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도 하다(윤홍식, 2004). 반면에 자녀수와 자녀연령, 미취학자녀수(특히, 3

세 미만 자녀)를 변수로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은주 외, 2009; 김진욱, 2010; 김수정, 2007). 그러나 송

치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관련한 변수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 한부모가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를 남성 가구주 가구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 거주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지 , 2003; 석재은, 2004; 김수정, 2007; 송다  외, 2008). 또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교성, 2003). 그러나 이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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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 같은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가족 상황에 대한 변수는 포함하지 않

고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설명하면서 이전소득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홍경준, 

2002; 김교성, 2003; 윤홍식, 2004; 김학주, 2006; 손병돈, 2007; 고은주 외, 2009; 김진욱, 2010). 이

들 연구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 등을 이용하여 양부

모가족와 한부모가족의 공․사이전소득의 크기와 향을 비교하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전소

득의 크기와 빈곤감소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한부모가족의 이전소득의 크기와 빈

곤감소효과가 사적이전, 공적이전 모두에서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결과(홍경준, 

2002)도 있지만 사적이전의 빈곤감소효과가 공적이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김교성, 

2002; 윤홍식, 2004), 한부모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전소득의 빈곤감

소효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학주, 2006; 김진욱, 2010). 공․사이전소

득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부(-)적인 향을 미치거나(김교성, 2003; 김진욱, 2010; 고은주 외, 

200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김교성, 2003; 윤홍식, 2004). 이들 연구들은 정부

의 현금성 급여와 사회보험 급여를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 으나 사적이전소득은 원가족의 지원

이나 친인척의 지원만 포함하고 있다. 최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제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현금 외 지원(시설지원, 돌봄지원 등)과 노동시장프로그램의 향

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송다  외(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 가장 가구의 빈곤

에 주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나 주거점유형태(자

가, 전세, 월세 등)에 따른 주거비를 측정하 고, 주거시설에 대한 변수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일반적인 빈곤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특성화된 정책 

수단이다. 또한 한부모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가 저해되는 이유로 최근 

정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입소시 우선순위로 설정하 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당히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어떠한 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자 빈곤정책과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연계․통합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전달체계와 이용실태 분석에 중점을 맞추

고 있고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과는 고용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박찬

임 외, 2007; 김혜원, 2010; 오성욱 외, 2005; 신종철 외, 2009; 심진예, 2011). 청년층, 빈곤가구, 실

업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박찬임 외(2007)와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심진예(2011) 연구 역시 실태분석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수정, 2007; 송다 , 2008; 배진희, 2010).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부모의 혼인상태(유배우, 

* 원가족 및 친인척의 지원과 자녀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이지만 사회적으로 장려하거나 정부가 제도 운 을 통해 지
원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요인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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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이혼/별거 등)로 측정하 으며, 이들 결과는 혼합적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4; 홍백의 외, 

2007). 이들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에 별거를 포함하거나 미혼을 포함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변수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빈곤요인으로 증

명된 성과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같은 한부모 개인요인과 취업자수, 가구원수, 자녀수 및 

연령, 거주지역, 근로소득 등 가족요인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나 그 방향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공사이전소득, 시

설 및 서비스 등 현금 외 지원,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 등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  연구설계 

1. 분석틀 

본 연구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 결정요인을 살

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일반적인 빈곤요인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로 빈곤결정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부모가족의 빈곤 위험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빈곤결정요

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과 한부모가족 지속기간 등 한부모가족에 특화된 변수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자료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한부모가족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복지패널의 한부모가족과 서베이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그런 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 때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

인요인은 한부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현재 직업이며, 가족요인은 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 과거빈

곤여부이다. 제도요인은 공사이전소득과 현금 외 지원, 노동시장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공사이전소득은 사회적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대상 급여)와 사회보험

으로 구분되며, 현금 외 지원은 보육시설과 생활시설 지원으로 구분된다. 노동시장프로그램은 직

업교육프로그램과 고용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형성원

인(사별, 이혼, 미혼)별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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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모형

사전

분석

본 분석

2. 분석자료 

한부모가족을 분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준의 데이터는 많지 않다.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

사와 (도시)가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정도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빈곤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빈곤분석을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00년 조사를 마지

막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2003년부터 가계조사 자료로 통합되었다. 

가계조사 자료는 전국의 1인 이상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조사 가구

가 직접 가계부를 기장하는 방식을 통해 매월 조사하고, 매 분기 및 연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

한 통계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한부모 가구 표본의 확보가 가능한 유일한 자료원이기도 하다. 그

러나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미만 자녀가 부(모) 중 1인과 생활하는 

가정으로 별거 및 유배우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가계조사는 혼인지위와 같은 변수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비교하거나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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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때 종종 활용된다. 

실제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한 홍경준(2002)과 손병돈(1999)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분석

하고 가구유형별 공사이전소득의 향을 살펴보았으나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손병돈(2007)과 김수정(2007)은 다

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

여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 다. 가계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비교하

고, 한부모가족 내에서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고은주 외, 

2009; 김진욱, 2010).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가 유배우 가족을 포함하고 있고, 미혼 한부

모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동일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복지패널과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는 추세이다

(김교성, 2002; 윤홍식, 2004; 김학주, 2006; 손병돈, 2008; 김수완, 2010). 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이후 조사되고 있으며 매년 1회 5,000여 가구에 대해 개인과 가구에 대한 소득, 고용상태 및 직

업훈련 등 노동시장 관련 정보, 가구 및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는 한국

의 대표적인 종단자료이다. 노동패널은 빈곤동태를 파악하거나(홍경준, 2004; 박상우 외, 2007; 윤

성호, 2008) 빈곤실태를 분석(윤홍식, 2004; 김교성, 2003; 김수완, 2010)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또

한 별거와 이혼, 사별 등 혼인지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 노동패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별 가구 233사례, 이혼과 별거 79사례로 한부모가족의 

표본이 총 312사례에 불과하고, 별거를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혼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 조사하는 종단적인 조사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활동자료와 소득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및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실태와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연구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손병돈, 2007; 손병돈, 2008; 송치호 외, 2010). 그

러나 복지패널 역시 한부모가족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분석함에 있어 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들은 복지

패널에서 한부모가족의 사례가 매우 작은 이유로 표본의 크기는 제시하지 않고 가구유형별 비율

혹은 빈곤율만 제시하고 있다(손병돈, 2008; 송치호 외, 2010). 

본 연구는 사전분석과 본 분석으로 구분되며,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전분석에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하기 위해 복지패널 데이터 6차년도와 7차년도 자

료를 이용하 다. 여기서 복지패널 데이터 6차년도와 7차년도를 함께 살펴본 이유는 개인 및 가

족요인에 대한 변수는 6차년도 자료(2011년), 소득변수는 7차년도 자료(2011년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id를 기준으로 6차년도 자료와 7차년도 자료를 연계하 다. 

* 복지패널 7차 웨이브(2011년 기준)의 조사완료 가구는 5,732가구이며, 모자가구는 1.05%, 부자가구는 0.35%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2). 이에 따라 복지패널 7차 웨이브 중 모자가구는 60가
구, 부자가구는 20가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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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사

별, 이혼, 미혼모 등의 이유로 한부모가 된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이며, 가구주

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가족’으로 정의한다. 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유배우자이지만 직장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부모가족 중 유배우자의 비율이 지난 20년간 25%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나 가구를 별도로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한

부모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손가족 역시 실제 한부모가족과는 다른 속성을 지

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한부모의 연령을 만 60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의 연령

이 높아지면 자녀의 취업으로 인한 탈빈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실제로 

향을 미치는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소

득이전과 고용프로그램 등 제도적 요인의 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반해 고연령 한부모는 고용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고용프로그램의 효과가 저평가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를 위해 한국한부모여성네트워크의 지역별 거점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미혼모가

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재가 한부모가족을 추천 받았다. 또한 건강가정지

원센터와 미혼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협조를 통해 시설에 입소한 한

부모가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과 이행 강제소송을 경험한 한부모를 의도 표집 하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화조사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병행하 으며, 2011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일간 이루

어졌다.

3.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이다. 이 때 빈곤지위는 2011년 기준 절대 빈곤선

을 기준으로 가구 균등화 소득을 통해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는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제도요인, 한부모가족 형성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현재 직업, 고용상태로 구성된다. 연령은 미혼모 집단을 염두에 둔 관계로 10대부터 50

대까지 서열변수로 측정하 다. 교육수준 역시 미혼모 집단을 염두에 둔 관계로 중졸이하부터 대

학원이상까지 서열변수로 측정하 다. 건강상태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서열화하기 어려

운 점을 감안하여 병원 이용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 다. 취업상태는 일반적으로 종사상 지위와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란 “모” 또는 “부”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제 4조 1항)이며, 이들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때 아동은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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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으로 구분하지만 본 연구는 전화조사를 병행하는 관계로 한부모들이 판단하기 쉽도록 고용

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무직, 기타로 구분하 다. 현재 직업은 주관식으로 측정하

고, 이후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명목척도로 전환하 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을 비교하는 사전분석과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에 따른 빈

곤결정요인을 살펴보는 본 분석에서 사용한 개인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 현재 직업이다. 이 때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서열변수로,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현재 직업은 무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은 분석단계에 따라 변수 선택에 차이가 있다. 먼저 복지패널 데이터와 연계

하여 분석하는 사전분석에서 가족요인은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난 자녀수와 미취학자녀, 가구소득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있어 미취학자녀의 존재 여부 자체

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열변수를 더미변수로 전환하 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민감하게 설계된 

본 분석에서 가족요인은 자녀수와 미취학자녀, 근로소득 외에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을 추가하

다.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빈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한부모지속기간, 한부모가족 형성 당시 수급여부, 가구원 수와 자녀 수, 미

취학아동 수, 가구근로소득으로 구성된다. 한부모지속기간과 근로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하 고, 

한부모가족 형성 당시 빈곤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하 다. 주소득자와 주양육자는 본인과 본인 

외로 구분하여 명목변수로 측정하 다. 가구원 수는 2명에서부터 5명 이상으로 서열변수로 측정

하며, 자녀수는 1명부터 4명 이상으로 서열변수로 측정하 다. 자녀 중 미취학자녀 수는 0명부터 

4명이상으로 서열변수로 측정하 다.

제도요인은 공사이전소득과 현금 외 지원제도, 노동시장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

적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의 이전과 사회보험 급여로 구분한다. 정부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가 포함되며 매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만원 단위로 연속변수로 측정하 다. 사

적이전은 원가족과 자녀양육비로 구분하 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지원이 빈곤을 결정하

는 향이 크며, 이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의 수급 여부가 안정적인 소득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사별 한부모의 경우 친척이나 친구 등을 통한 사적이전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간헐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적이전액 역시 매월을 기준으로 만원단위로 측

정하 다.

한부모가족은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 외에 자녀 보육과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한부모는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 여부는 중요한 

제도적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에서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형태는 어

린이집과 놀이방, 유치원, 학원 등 명목변수로 측정하 으나 본 분석에서는 시설 이용 여부를 측

정하는 더미변수로 전환하 다. 또한 이혼과 미혼 한부모의 경우 갑작스런 한부모가족의 형성으

로 인해 주거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주거비용이 비싼 편이므로 가계부담이 큰 편이다. 따라서 

생활 시설 거주 여부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빈곤에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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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프로그램은 과거 직업력에 바탕을 둘 경우 훨씬 효과적이나 과거 노동시장 경력이 없

다면 저숙련직으로 유입을 촉진하는 노동시장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살펴보

기 위해 과거 직업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고, 이는 현재 직업과 동일한 코드북을 통해 명

목척도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고졸 이상이 당연시 되는 노동시장 분위기에 따라 

미혼모 등에 대한 의무교육 완성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되고 있다. 낮은 교육수준은 저임금 저숙

련직 양산을 부추겨 근로빈곤에 연계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흔히 제공되는 돌보

미, 조리사 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역시 곧바로 노동시장연계에 유리하나 저임금 일자리로 연계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경력이 있거나 고용지원이 용이한 대상들은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장체험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본인의 직업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연계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직장체험프로그램과 달리 자활공동체와 사

회적기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자립 자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빈곤 결정에도 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형성요인은 사별과 이혼, 미혼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사별 한부모

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에는 이혼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과거 사별 한부모가족을 중심으로 구축된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욕

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에는 사별 한부모가족의 경우 공적이전이 관

대한 편이었으며, 사회보험의 수급권과 원가족 및 친인척의 지원으로 자녀의 양육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선택을 통한 이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별 

한부모가족과는 달리 낙인효과로 인해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 2003; 윤홍식, 2004). 반면에 전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거나 혹은 자녀의 친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는 등 사적이전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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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측정방법

모형 구분 변수명 측정

사전

분석

종속

변수
빈곤지위

가구균등소득의 절대빈곤선(100%) 기준
(비빈곤=0, 빈곤=1)

독립

변수

일반
빈곤
요인

개인요인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교육수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현재 직업 ① 무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생산직

가족요인

자녀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미취학자녀 ① 없음 ② 있음

가구소득 연속변수

제도
요인

공․사
이전소득

공적이전
기초생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 등 합계액

국민연금급여액 등 합계액

사적이전
원가족 지원액 등 합계액

전배우자 혹은 자녀의 생부로부터 받는 양육비

본 분석

종속

변수
빈곤지위

가구균등소득의 절대빈곤선(100%) 기준
(비빈곤=0, 빈곤=1)

독립

변수

일반
빈곤
요인

개인요인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이상

교육수준 ① 고졸이하 ② 대졸이상(전대졸 포함)

현재 직업 ① 무직 ② 사무직 ③ 서비스직 ④ 생산직

가족요인

자녀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미취학아동 ① 없음 ② 있음

한부모지속기간 연속변수

근로소득 연속변수

제도
요인

공․사
이전소득

공적이전
기초생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급여 등 합계액

국민연금급여액 등 합계액

사적이전
원가족 지원액 등 합계액

전배우자 혹은 자녀의 생부로부터 받는 양육비

현금 외 지
원

주거형태 ① 시설거주 ② 시설 비이용

보육시설이용 ① 시설이용 ② 시설 비이용

노동시장
프로그램

과거 직업 ① 있음 ② 없음

직업교육프로그램 ① 있음 ② 없음

고용지원서비스 ① 공공부문 ② 민간부문 ③ 공공+민간 혼합

직장체험프로그램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참여 여부

형성요인 ① 사별 ② 이혼 ③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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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방법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에서는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를 비교하고,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와 차이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

서도 종속변수가 빈곤여부(빈곤, 비빈곤)로 이분변수인 관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빈곤여부는 가구균등소득을 구하여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빈곤과 비빈곤)를 결

정하 다. 다음으로 복지패널의 한부모가족과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베이

의 한부모가족이 동질성을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빈곤 요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본 분석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요인별로 살펴보고, 형성원인별로 살펴보기 위해

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별 모형은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제도요인의 향을 구

분해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형성원인별 모형은 사별과 이혼, 미혼의 빈곤결정요인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통계분석에는 STATA 1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제4  분석결과

1. 사 분석

먼저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소득을 구한 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측정하 다. 이 때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사이전소득을 포함하는 

반면 자산소득과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은 전체 77가구 중 30가구가 빈곤

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족은 1,143가구 중 85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가

족의 빈곤율은 39.0%이며, 양부모가족의 빈곤율은 7.4%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83.972***, p<.001). 

<표 2> 복지패  한부모가족와 양부모가족의 빈곤지  비교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계

비빈곤 47 (61.0) 1,058 (92.6) 1,105 (90.6)

빈곤 30 (39.0) 85 (7.4) 115 (9.4)

계 77 (100.0) 1,143 (100.0) 1,220 (100.0)

주 : =83.972***

*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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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때 독립변수로는 일반적인 빈곤요인에서 제시되는 연령, 교육수준, 현재 직업과 같은 개인 요

인과 자녀수, 미취학자녀, 근로소득과 같은 가족요인, 공․사이전소득이 포함되었다. 먼저 연령과 

교육수준, 현재직업과 같은 개인요인에서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에 비해 양부모가족의 연령대가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8.821
***

, p<.001). 한부모의 학력은 양부모가

족의 가구주 학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42.551
***

, p<.001). 또한 한부모는 현재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양부모가족은 가구주는 생산직 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873
***

, p<.001).

다음으로 자녀 수와 미취학자녀 수, 가구소득과 같은 가족요인에서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은 차이가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한부모가족이 평균 1.65명인 반면 양부모가족이 평균 

1.78명으로 양부모가족의 평균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579). 이에 반해 미취학자녀 수는 한부모가족이 평균 1.00

명인 반면 양부모가족이 평균 1.25명으로 나타나 양부모가족의 미취학자녀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t=-12.064
***

, p<.001) 한부모가족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 내 가구원 수와 취업자 수는 가구소득에 향을 미친다. 한부모가족은 취업자

가 1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대에 한계가 있다. 이를 

반 하듯이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경상소득은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183.4만원, 양부모가족의 평균 소득 437.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가족의 평균 소득의 41.9%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4.988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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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

(단 : 가구, %, 명, 만원)

요인 변수 측정　
복지패널

검증결과
한부모 양부모

개인요인

연령

20대 0 (0.0) 14 (1.2)

=8.821***30대 11 (14.3) 327 (28.6)

40대 51 (66.2) 631 (55.2)

50대 15 (19.5) 171 (15.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5 (19.5) 70 (6.1)

=42.551***고등학교 졸업 47 (61.0) 463 (40.5)

(전문)대학교 졸업 15 (19.5) 551 (48.2)

대학원졸업 이상 0 (0.0) 59 (5.2)

현재 직업

무직 13 (16.9) 48 (4.2)

=29.873***사무직 7 (9.1) 234 (20.5)

서비스직 29 (37.7) 357 (31.2)

생산직 28 (36.4) 504 (44.1)

가족요인

자녀수 1.65 (.68) 1.78 (.57) t=-1.579

미취학자녀수 1.00 (.00) 1.25 (.44) t=-12.064***

가구소득

경상소득 183.4 (125.5) 437.3 (289.3) t=-14.988***

균등화소득 104.8 (77.1) 222.2 (147.4) t=-11.977***

근로소득 176.3 (139.6) 438.0 (290.7) t=-13.503***

제도요인
공․사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49.1 (38.1) 46.8 (45.1) t=0.306

사적이전소득 26.8 (21.0) 33.5 (70.0) t=-0.132

주: 연령, 교육수준, 현재 직업의 ( )은 비율을 나타내며, 자녀수, 미취학자녀수, 가구소득, 공사이전소득의 ( )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05,**<.01,***<.001

이를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 소득으로 환산하면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 104.8만원, 양

부모가족의 평균소득 222.2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평균소득은 양부모가족 평균소득의 47.2%에 불

과하다.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t=11.977***, p<.001). 근로소득을 기준

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근로소득은 176.3만원, 양부모가족

의 평균 근로소득은 438.0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평균 근로소득은 양부모가족의 40.2%에 불과하

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3.503***, p<.001). 한부모가족의 평균

소득은 경상소득일 때 가장 높은 반면 양부모가족의 소득은 근로소득일 때 가장 높고, 한부모가

족과 양부모가족의 소득 격차는 균등화 소득일 때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도요인인 공․사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이 평균 49.1만원, 양부모가족이 평균 

46.8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t=0.306), 사적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 

26.8만원, 양부모가족 33.5만원으로 양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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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패  vs 서베이 한부모가족 특성 비교

본 분석에 앞서 복지패널의 한부모가족과 서베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비교하 다. 이를 위해 

복지패널의 7차년도(2011년) 가구 총소득과 서베이 한부모가족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소득을 구한 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측정하 다. 이 때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사이전소득을 포함하는 반면 자산소득과 부채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베이 자료는 전

체 860가구 중 273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패널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9.0%인

데 반해, 서베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1.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1.682). 

<표 4> 복지패 과 서베이의 한부모가족 빈곤지  비교

　 한부모 조사자료 복지패널 한부모 계

비빈곤 587(68.3%) 47(61.0%) 634(67.7%)

빈곤 273(31.7%) 30(39.0%) 303(32.3%)

계 860(100.0%) 77(100.0%) 937(100.0%)

주 : =1.682
*<.05,**<.01,***<.001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빈곤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

한 결과 복지패널과 서베이는 연령과 교육수준, 현재직업과 같은 개인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베이 한부모가족은 복지패널 한부모가족에 비해 4~50

대가 적은 반면(복지패널 85.7%, 서베이 61.0%)에 미혼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면서 2~30대가 증가

하 다(복지패널 14.3%, 서베이 38.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476
***

, p<.001). 교육수준은 복지패널 한부모가족은 고졸 이하가 80.5%로 나타난 반면 서베이 

한부모가족은 73.7%로 다소 낮아진 반면 대졸자는 복지패널 19.5%, 서베이 25.5%로 나타났고,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7.206
***

, p<.001). 현재직업 역시 복지패널

이 서비스직(37.7%)과 생산직(36.4%)에 집중된 반면 서베이는 서비스직(42.7%)과 사무직(32.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베이 한부모가족은 복지패널 한부모가족에 비해 연령이 낮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현재직업 역시 사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와 같은 가족요인은 복지패널과 서베이에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고, 경상소득과 균등화소득, 근로소득은 서베이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은 복지패널(176.30만원)과 서베이

(91.80만원)의 차이(84.5만원)가 가장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t=-4.860
***

, p<.001)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균등화소득은 복지패널(104.79만원)과 서베이(89.59만원)의 차이(15.2만원)가 가장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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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709
***

, p<.001). 경상소득은 복지패널(184.44만원)과 서

베이(114.46만원)의 차이가 68.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t=-4.860
***

, p<.001). 한편 공적이전 역시 

서베이에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t=-2.025
*
,
 

p<.01). 반면에 사적이전은 서베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t=0.716). 이러한 차이는 고연령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높은 복지패널에서 자녀의 성숙으로 인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5> 복지패  한부모가족과 서베이 한부모가족의 기술통계

(단 : 가구, %, 명, 만원)

요인 변수 측정　 복지패널 한부모 서베이 한부모 검증결과

개인요인

연령

20대 0 ( .0) 52 (6.0)

=21.476***
30대 11 (14.3) 283 (32.9)

40대 51 (66.2) 439 (51.0)

50대 15 (19.5) 86 (10.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5 (19.5) 88 (10.2)

=7.206***
고등학교 졸업 47 (61.0) 546 (63.5)

(전문)대학교 졸업 15 (19.5) 219 (25.5)

대학원졸업 이상 0 (0.0) 7 ( .8)

현재 직업

무직 13 (16.9) 122 (14.2)

=47.655***
사무직 7 (9.1) 276 (32.1)

서비스직 29 (37.7) 367 (42.7)

생산직 28 (36.4) 95 (11.0)

가족요인

자녀수 1.65(.68) 1.71(.71) t=0.768

미취학자녀수 1.00(.00) 1.12(.35) t=0.771

가구소득

경상소득 183.44(125.54) 114.46(51.85) t=-4.692***

균등화소득 104.79(77.07) 89.59(41.06) t=-1.709***

근로소득 176.30(139.59) 91.80(43.53) t=-4.860***

제도요인
공․사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49.09(38.06) 36.99(28.69) t==-2.025*

사적이전소득 26.83(20.98) 44.29(34.24) t=0.716

주: 연령, 교육수준, 현재 직업의 ( )은 비율을 나타내며, 자녀수, 미취학자녀수, 가구소득, 공사이전소득의 ( )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05,**<.01,***<.001

복지패널과 서베이의 한부모가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부모가족과 양부모

가족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검증은 복지패널 한부모가족, 복지패널 양부모가족, 서베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표본의 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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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n=65) 복지패널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에 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80.241
***

, p<.001). 반면에 복

지패널 양부모가족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72.556
***

, p<.001), 서베이 

한부모가족 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739.320
***

,
 

p<.001). 따라서 한부

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는 복지패널 양부모가족과 서베이 한부모가족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양부모가족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수와 근로소득, 공적지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양부모가족의 빈곤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적이전이 증가할수록 양부모가

족은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김교성, 2003; 고은주 외, 

2009; 김진욱, 2010)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수, 근로소득, 공적지원과 미취학자녀

의 존재 여부, 사적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

인에서 미취학자녀의 존재와 사전이전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미취학자녀가 없는 한부모가족이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이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자녀의 존재 자체가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

하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김수정, 2007; 고은주 외, 2009)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양부모가족과는 다르게 한부모

가족은 공적이전 외에 사적이전이 증가할수록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적이전 역시 중요

한 소득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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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로지스틱 분석결과: 양부모가족 vs 한부모가족

요인 측정변수

복지패널 서베이

양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개인

요인

연령 -0.115 0.89 -10.62 .000 0.005 1.005

대졸이상 0.006 1.01 -5.91 .003 0.343 1.41

직업(생산직) 　 　 　 　 　

    사무직 -0.096 0.91 57.56 9.9E24 0.372 1.45

    서비스직 -1.687 0.19 678.44 4.3E294 -0.632 0.53

    무직 -1.032 0.36 -20.84 .000 -0.283 0.75

가족

요인

자녀수 2.450 11.59*** 166.40 1.8E74 3.257 25.96***

미취학 자녀(있음) 0.077 1.08 3675.31 -0.889 0.41*

근로소득 -.093 0.91*** -10.90 .000 -0.136 0.87***

제도

요인

공적지원 -0.095 0.91*** -10.79 .000 -0.142 0.87***

사적지원 0.023 1.02 49.81 4.2E23 -0.139 0.87***

상수 9.070 8692.99*** 1072.78 7.486 1783.13***

Chi-square( ) 372.556*** 80.241*** 739.320***

-2 Log우도 77.150 .000 335.533

Cox와 Snell의  .285 .709 .577

Nagelkerke  .856 1.00 .808

분석사례수(N) 1,112 65 860

*<.05,**<.01,***<.001

2. 본 분석결과

본 분석은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베

이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모형과 가족모형, 제도모형, 전체모형으로 4가지 모

형을 구분하고,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을 통제하기 위해 각 모형에 포함한 다음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모형 1에 포함된 개인요인은 연령과 학력, 현재 직업이다. 이 때 연령은 연속변수로, 학력은 대

졸이상을 기준변수로 대졸미만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직업은 생산직을 기준변수로 사무직

과 서비스직, 무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모형 1은 일반적으로 빈곤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구주의 개인요인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도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사무직에 비해서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을 때 

더 빈곤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직을 사무직과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에 적합한 업종으로 선정되는 선호되기 때

문이다. 

모형 2에 포함된 가족요인은 자녀수와 미취학자녀, 과거빈곤, 한부모의 지속기간, 근로소득이

다. 자녀수와 한부모의 지속기간, 근로소득은 연속변수이다. 미취학자녀와 과거빈곤경험은 가변수

로, ‘있음’을 기준변수로 하여 ‘없음’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빈곤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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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근로소득이 낮을 때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김교성, 2003; 

고은주 외, 2009; 김수정, 2007).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반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이 형성된 시점의 빈곤경험과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을 살펴보

았다. 한부모가족이 형성된 시점에서 빈곤하다면 한부모가족이 된 후에도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

이 크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형성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한부모가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들은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분석결과 개인요인(모형 1)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x
2
=147.702

***
, p<.001).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

산직에 종사할 때보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할 때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

직에 종사할 때 보다 무직일 때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요인(모형 2) 역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x
2
=368.639

***
, p<.001).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한부모지속기간이 길수록 더 빈곤하

며, 미취학자녀가 없을 때와 과거 빈곤했을 때 한부모가족이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취학자녀로 인한 빈곤위험이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과거빈곤여부의 경우 최근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하는 가족이 늘어

나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는 가족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빈곤했다가 이혼 후 탈빈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

구된다. 한편 가족요인에는 한부모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측정하는 변수가 반 되는 등 한부모가

족에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별가족에 비해 이혼가족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도요인(모형 3)에서는 공사소득이전과 현금 외 지원,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제도요인

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공사이전소득 모두 한부모가족의 빈곤

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

적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지원 역시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시설에 거주할 때,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시설 거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이 더 빈곤할 것이라는 예측과

는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이 이용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에 비해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빈곤한 가구에

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나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노동시장프로그램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와 과거직업여부, 직업교육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고

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 체계든 이용할 때 덜 빈곤하 으며, 과거직업경험이 

있으면서 직업교육을 받을 때에 비해서 과거직업이 있으면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덜 빈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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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직업교육여부에 관계없이 더 빈곤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형성원

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을 지원

하는 제도요인 역시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x
2
=57.999

***
, p<.001

 
).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는 전체모형(모형 4)에서는 가족요인과 제도요인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지

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학력, 현재직업과 같은 개인

요인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족모형 중 자

녀수와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모형에서는 생활

시설과 공사소득이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

인요인 자체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족요인과 제도요인과 결합했을 때 그 향이 상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지위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한부모가족은 

더 빈곤하고, 근로소득과 공사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한부모가족은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생활시설에 거주할수록 한부모가족은 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문제 역시 심각한 부담

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x
2
=750.800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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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부모가족 체

요인 측정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개인
요인

연령 .234 1.264+ -.049 .952

대졸이상 -.190 .827 .291 1.338

직업 　 　 　 　

    사무직 -.862 .422** -.793 .453

    서비스직 -.260 .771 -.379 .684

    무직 1.987 7.290*** .072 1.075

가족
요인

자녀수 .797 2.219*** 3.366 28.961***

미취학 자녀유 -.464 .629+ -.178 .837

과거빈곤 경험 -.585 .557* -.192 .825

한부모지속기간 .004 1.004+ .004 1.004

근로소득 -.045 .956*** -.138 .871***

제도
요인

주거_시설거주 -.858 .424*** -.647 .523*

보육_시설이용 -.166 .847 -.369 .691

공적지원 -.006 .994* -.141 .868***

사적지원 -.022 .978** -.147 .864***

고용서비스 　 　 　 　

        공공 -.129 .879 -.266 .767

        민간 -.293 .746 .518 1.678

        혼합 -.250 .779 -.451 .637

직업경험*직업교육 　 　 　 　

직업有+교육 無 -.088 .916 -.258 .772

직업無+교육有 .428 1.535 -.629 .533

직업無+교육無 .260 1.296 .042 1.043

가족
유형

이혼 .085 1.089 .542 1.719+ .037 1.038 .790 2.204

미혼모 .127 1.136 .597 1.817 .455 1.576 .716 2.047

상수 -1.622 .197* .364 1.439 -.017 .984 7.244 1,400.0***

Chi-square( ) 147.702*** 368.639*** 57.999*** 750.800***

-2 Log우도 927.171 702.411 1016.874 320.251

Cox와 Snell의  .158 .350 .065 .584

Nagelkerke  .221 .490 .091 .818

분석사례수(N) 860 857 860 857

주: +<.10,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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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별 한부모가족모형과 

이혼 한부모가족모형, 미혼 한부모가족모형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결과 세 모형(사별, 이혼, 미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별 한부

모가족 모형과 미혼 한부모가족 모형의 –2Log우도는 각각 22.088과 35.311로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혼 한부모가족 모형의 –2Log 우도는 

552.582로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deviance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명력에서 유사

한 결과를 보이는데, Cox와 Snell의  와 Nagelkerke  이 사별 한부모가족 모형과 미혼 한부

모가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혼 한부모가족의 모형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사별 한부모가족 모형은 미취학자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수

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보육지원 변수가 제거되었다. 또한 사별 한부모가족은 양

육비를 받을 전 배우자나 자녀의 생부가 없는 관계로 자녀양육비 지원 역시 변수가 제거되었다. 

사별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수와 근로소득, 정부지원, 사회보험급

여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들 변수들은 자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빈곤에 부적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별 한부모가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

소득과 정부지원액, 사회보험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사별 한부모가족이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중 주거지원과 사적이전소득의 

향이 제거된 것이다. 사별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수와 근로소득, 정부 지원, 원가족 

지원, 그리고 자녀양육비가 있다(주거지원 p<.01, 나머지 p<.001).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자녀

수는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향력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에 비해 근로소

득과 주거지원, 정부지원, 사적이전은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에 따라 빈곤결정요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혼 한부모가족의 빈곤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와 근로소득, 정부지원이며, 사별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외에 사회보험급여가 추가된다.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주거지원과 원가족급여, 양육비급여가 추가되는 대신 사회보험급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원인에 관계없이 자녀수의 증가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처할 승산비(odds ratio)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성원인별로 살펴보면 사별가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한부

모가족의 빈곤에 처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성원인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사별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28.8%, 이혼은 12.1%, 미혼은 11.9% 빈곤 확

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형성원인별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른 빈곤 감소확률이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지원(2012),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빈곤결정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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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정부지원 역시 한부모가족의 빈곤할 확률과 부적관계 나타난다. 정부지원액이 

증가할수록 사별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처할 승산비(odds ratio가 12.1%,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

은 11.6%, 미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확률과 사회보험급여

와의 관계는 형성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별가족만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사별은 25.7%, 이혼은 74.9% 빈곤에 처할 승산(odds)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급여와 빈곤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혼가

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빈곤확률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차이는 사회보험속성상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운 되고 있어 사별 한부

모가족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미혼 한부모가족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이

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양육비는 이혼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만 수급할 수 있는데, 이혼 한가족의 경우 양육비

가 증가할 때 이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처할 승산(odds)은 1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 미혼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혼 한부모 가족 역시 양육비 수급 액

수는 빈곤 확률과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미혼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비를 

수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이혼 한부모가족의 수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서비스와 직업교육의 성

과는 때로 사별 한부모가족과 이혼 한부모가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이혼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때론 사별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이 유사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혼합적인 결과는 한부모가족 형성원인별 특성의 차이가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과

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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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부모가족 형성원인별 빈곤결정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변수
전체모형 사별모형 이혼모형 미혼모형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개인 연령 .028 1.029 3.345 28.374 -.039 .962 1.208 3.345

요인 대졸이상 .272 1.313 -1.803 .165 .208 1.231 -.338 .713

직종 사무직 -.638 .528 1.069 2.913 -.717 .488 -2.329 .097

(생산직)   서비스직 -.405 .667 -4.327 .013 -.356 .700 -2.034 .131

     무직 -.485 .616 -12.784 .001 .063 1.065 -1.994 .136

과거직업 -.091 .913 -1.078 .340 .024 1.024 1.941 6.967

가족 자녀수 2.929*** 18.714 4.599* 99.351 3.026*** 20.617 3.080* 21.750

요인 미취학 자녀(有) .140 1.150 3.321 27.690 .313 1.368 .727 2.068

과거빈곤 -.184 .832 -3.379 .034 .279 1.321 -1.187 .305

한부모지속기간 .003 1.003 -.032 .968 .005 1.005 -.008 .992

근로소득 -.122*** .885 -.272* .762 -.129*** .879 -.127*** .881

제도 정부지원 -.113*** -.129* .879 -.124*** .884 -.100** .905

요인 사회보험급여 -.197*** -.297* .743 -1.382 .251 .600 1.821

원가족지원 -.137*** -.250 .779 -.147*** .863 -1.110 .330

자녀양육비 -.137*** -.149*** .861 -.984 .374

주거지원(시설거주) -.901** -3.161 .042 -1.113** .328 1.706 5.508

보육지원(시설이용) -.555 -.665 .514 -1.634 .195

고용서비스 공적 -.094 3.589 36.212 -.004 .996 -.697 .498

 (이용안함)  사적 -.394 -9.185 .001 -.299 .742 .340 1.405

직업교육 전문 -.242 .586 1.796 -.229 .795 1.214 3.366

 (이용안함) 비전문 .362 -.649 .523 .439 1.551 1.851 6.369

상수 6.675 8.161 3501.130 7.297*** 1476.352 -.017 .983

Chi-square( ) 709.442*** 81.832*** 552.582*** 117.452***

-2 Log우도 361.609 22.088 261.533 35.311

Cox와 Snell의  .355 .631 .570 .624

Nagelkerke  .789 .879 .801 .867

분석사례수(N) 857 82 655 120

주: *<.05, **<.01, ***<.001

제5  제언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위한 정책제언을 작성하는 것

이 통상적인 연구방법이나 본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된 취지에 맞게 복지패널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양부모가족에 비해 빈곤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형성원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직종, 과거 직업 경험과 같은 한부모의 개인요인과 자녀수와 미취학자녀수, 한부모가족의 

지속기간 등의 가족요인, 공적이전소득과 주거지원과 같은 제도요인이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빈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요인과 가족요인들은 제도요인이 포함되면서 상당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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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형성원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적이전소득(정부지원, 사회보험급여)은 사별 한부모가족에게, 사적이전소득(자녀양육비)은 이혼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지원은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특히 두드러진 향을 나타냈다. 노동시장프로

그램 역시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한부모가족은 공공부문의 고

용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32.%),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

는 전문 직업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비전문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 외에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에 따라 빈곤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았다. 그 결과 한부모가족 전체의 빈곤결정요인은 자녀수와 근로소득, 정부지원으로 나타났

지만,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즉 미혼 한부모가족의 빈곤지

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와 근로소득, 정부지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사별 한부모가족 모형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사회보험급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혼 한부모가족 모형에서는 사회보험급여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원가족지원과 자녀양육비, 주거지원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양육비는 이혼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만 수급할 수 있는데, 이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

육비가 증가할 때 빈곤에 처할 승산비는 1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수급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

성원인에 비해 이혼 한부모가족 모형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이용할 때, 직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했을 때 

빈곤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제도요인을 포함함으

로써 일반적인 빈곤연구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고자 하 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외에 제도요인을 결합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연구에 반복되어 온 

것과 달리 빈곤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게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개인

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정책수단이 

정확하게 타겟팅하여 제때, 제대로 제공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빈곤정책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민감한 욕구가 반 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개인요인과 가

족요인의 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도요인에 의해 그 향이 상당히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에서는 빈곤선의 산정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선을 분리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 생계부양과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욕구를 빈곤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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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또한 빈곤정책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노동시장프로그램에도 한부모가족의 욕구가 반 될 필요

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는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

육료를 지원받지만, 보육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보육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노동시장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정책평가도 필요한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개발모형에 근거한 인적자본의 향상이 노동시장연계프로그램인 교

육 및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

다. 한부모가족의 상당수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비스직 일자리는 관

리직에 비해 월 평균 임금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저임금일자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및 훈

련프로그램이 저학력․저숙련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노동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노동수

요와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이 증가한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은 끝없이 치솟고 있는 주거비를 고려할 때 매우 효과적인 제도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이 일시적인 보호를 받다가 교육이나 취업훈련을 통해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단기적인 거주기간과 연장 제한조건을 한부모가족의 욕

구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미취학자녀가 있거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시설 거주의 욕구에 따라 자립/자활을 도모할 때까지 시설 거주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시모자가정시설과 모자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구임대주택 지원 등이 특정한 순서 

혹은 자격조건에 따라 배열될 필요가 있다. 즉 기초교육을 마무리하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시설거주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

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보훈처의 보상금,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의 기준에 따른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다. 반면에 보훈 보상금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하다.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국기초에 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액은 매우 낮

다. 더구나 공적이전소득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거나 근로시간 증대를 제한하는 부작용

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액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재정지출을 효율

적으로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7년 이후 자녀양육비 이행이 강제되면서 자녀양육비를 통한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해마다 편성된 자녀양육비이행소송지원사업은 상당

한 불용액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소송을 지원

하는 전달체계(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에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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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자녀양육비 이행의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자녀양육비가 공적이전소득의 급여액 산정에 반 될 필요가 있다. 즉 한부모가족은 

다른 빈곤정책 대상에 비해 자녀양육비라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비가 사별 한부모가족에게는 제한되는 반면 이혼과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원인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

다. 이와 더불어 실제 양육비 수급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비부

담조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혼 시 부부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확정할 수 있다. 민법(제 837조)은 

양육비의 결정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의 산정과 징수, 전달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한다. 양육비이행기관은 현재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양육비의 부

정기 지급 및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빈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공적이전소득과 연계하고 양육비 산정

의 근거자료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이행기관은 행복e-음(보건복지정보포

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행복e-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전배우자의 소득 

및 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의 생산에 유용한 인프라이다. 또한 

자녀양육비 수급여부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양육비의 수급여부와 수

급액이 공적급여 산정시 반 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취한 방법은 사전분석에서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을 비교하고, 본 

분석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빈곤결정요인과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별 빈곤결정요인을 검증하

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전분석에서 이용하고 본 분석에서는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 다. 이러한 복잡한 연구설계가 필요했던 이유를 토대로 복지패널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샘플링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표본 수가 과

소하게 추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한부모가족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유

형인 동시에 아동의 빈곤과 연계되면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

사에 비해서 한부모가족의 표본이 너무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사별유형이 과다하게 표집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한부모가족 현황은 1,733만가

구 중 159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9.2%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모자가구는 78%, 부자가구는 22%

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한부모가족 중 사별(29.7%), 이혼(32.8%), 미혼(11.6%), 유배우(25.9%)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적인 한부모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배우를 포함하더라도 이혼과 사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패널 7차 웨이브(2011년 기준)의 조사완료 가구는 5,732가구이며, 한부모가족은 

1.4%(모자가구 1.05%, 부자가구 0.35%)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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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2012). 이에 따라 복지패널 7차 웨이브 중 모자가구는 60가구, 부자가구는 20가구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표본은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중이나 한부모의 성(性)이 제대로 

반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최근 사별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이혼 한부

모가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별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별 한부모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연계되어 한부모가족이 저학력·고연

령으로 노동시장참여에 소극적이라는 편견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최근 혼인 사유와 관련한 변수

들이 반 되어 샘플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족유형에 민감하게 설계된 조사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빈곤연구에서 

주로 쓰는 변수인 개인요인과 가족요인에 대해서 복지패널은 상세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가족유형에 보다 민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빈곤연구에서 

빈곤유지기간이 중요한 변수인 것처럼 한부모가족의 빈곤에는 한부모가족 유지 기간이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거나 전배우자 혹은 자녀의 친부와의 연락이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

설 거주 여부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빈곤집단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변수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Price to Income Ratio, PIR)가 5.56배로 미국, 국 등 다

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을 뜻하는 자가점유율이 

54.2%로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지패널은 개인요인과 가족요인 외에 제도요인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이행소송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되어 이미 정책이 7년차

에 접어들고 있다. 자녀양육비는 비사별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역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적 책임을 강화한

다는 정책 의지가 반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를 공적이전소득과 연계하면 정부재정

이 절감될 수도 있고, 한부모가족의 형성원인에 따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조사표에 반 되어야 정책의 입안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복지

패널이 갖는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 522 -



강지원, 이기주 / 한부모가족의 빈곤결정요인 

참고문헌

고은주, 김진욱(2009). 한부모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219-236. 서울: 한

국사회복지정책학회.

김교성(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1): 113-149.

______(2003),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 

181-204.

______, 최 (2006). 근로계층의 빈곤결정요인에 관한 다층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김수완(2010).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종단 연구. 한국

여성학, 26(1): 35-67.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7(1): 93-133.  

김승권, 김태완, 임성은, 고은주(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서울: 보

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2009).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여성학, 25(3): 

71-107.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2009).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김진욱(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101-125. 

김학주(2006). 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3), 73-87. 

김혜원(2010).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성과와 정책과제. 월간 노동리뷰, 3월호, 

48-72.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상우, 김성환(2007).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연구, 25(3):177-196.

박찬임, 박성재, 김화순, 김종일(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한국노동연

구원. 

배진희(2010). 임금 근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24: 131-151.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523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석창훈(2008).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 복지적 대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손병돈(2007). 가족형태별 사적 이전소득 비교-사별가족과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67-290. 

______(2008).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9:343-364.

송다 (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7-3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______, 김유나(2008).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정책. 한국가족복지학, 22: 

131-159.  

송치호, 여유진(2010).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 미국과의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 17(3): 223-255. 

심진예(2011). 워크넷DB 상 고용서비스기관의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현황 분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안종범, 김철희, 전승훈(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25(1), 75-95. 

한국노동경제학회. 

여지 (2003). 여성 가구주와 남성 가구주의 빈곤차이에 관한 연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 67-94.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

회복지학, 56(2): 5-27. 

이병희, 정재호(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

향과 전망, 52. 

이태진(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51-7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경준(2002).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

로. 한국사회복지학, 50(2): 61~85.

홍백의, 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524 -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 잔존에 한 근거이론연구 

– 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심으로 –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Staying livelihood protection by the working poor single parent

오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의 목적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덫에 놓여있는 있는 남성 한부

모와 여성 한부모 가구들의 수급상태 잔존 현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수급잔존

이란, 현재 많은 빈곤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탈수급’, ‘자활성공’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의

미로서, 적극적으로 수급탈출을 시도하지 않거나 탈수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근로 중인 한부모가구가 수급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수급잔존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특히 그들의 수급잔존은 어떠한 주요 과정과 구조를 통해 심화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근로 중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 12명(8명의 여성가구주, 4명의 

남성가구주)을 대상으로 심층개인면접을 하여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 다. 총 85개의 개념, 31

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선택코딩・축코딩 과정을 통해 한부모들이 수급잔존

하도록 만드는 요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과정분석을 통해 자녀 생애주기별, 가

구주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함으로서, 수급잔존이 아닌 탈수급으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보다 맞춤 개별화되고 과정적인 차원의 새로운 수급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며, 구체적인 제언으로 4가지 탈수급을 위한 한부모 공공부조관련 재구조

화, 일・가족양립의 지원, 과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 및 정서지원 그리고 한부모 가구주 

당사자의 행복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 다.

제1  서론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가구 평균 소득이 353만원(연 4,233만원)인 

것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2만원으로 전체평균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임을 보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부모 가구주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다.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취

업율이 63.4% 지만 한부모가 되고난 뒤 취업률은 86.6%로, 자의든 타의든 생존을 위해 시장경제

로 새로이 뛰어드는 한부모 가구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질병이나 장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 가구주들은 자녀양육과 생활유지를 위해, 스

스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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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반노동시장 내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한부모 가구주들이 양산되며, 이 경우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의 질적 수준이 낮아 

저소득에 머무르게 되는 근로빈곤(working poor) 한부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 되는 인생의 사건을 통해 빈곤으로 떨어진 이들은 이러한 빈곤상황으

로부터 과연 얼마 만에 탈출할 수 있을까? 실제,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

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주들은 탈수급시점에 대해 46.6%가 10년 이내에 탈수급하

기 어려울 것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는 좀 더 비관적인

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의 약 76%가 10년 내 탈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

에 따르면, 제도권으로 편입된 저소득한부모의 70%가 여전히 수급상태로 잔류하며, 나머지 탈수

급에 성공한 30%의 경우도 적극적인 자활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가족구조 및 구성변화(ex:

자녀의 취업)에 따른 자연수급탈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상 탈수급이 아니라 수급잔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수급잔존

이란, 현재 많은 빈곤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탈수급’, ‘자활성공’이라는 개념에 반대되

는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수급탈출을 시도하지 않거나 탈수급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단순히 수급

을 받는 상태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수급을 받으며 남아있기로 자의로든 타의로든 결정되어진 결

과적인 상태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 차상위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법정지원대상자)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월 7만원), 학용품비

(연5만원) 등의 가족복지급여를 포함해, 의료급여, 자활급여, 양육비지원, 여가지원, 취업 및 자립

지원, 교육비지원(학비, 급식비), 주거지원, 양곡지원, 각종세금감면(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민

원서류 등)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Bane & Ellwood(1994)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이미 합

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Model)을 통해 역설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에게

만 “All or Nothing"방식으로 지급되는 정부 서비스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 한

부모 가구주들은 탈수급보다는 수급잔존을 선택하게 만들며, 자립·자활에 덜 적극적으로 행동하

도록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소수의 탈수급자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다수의 한부모 가구주들이 수급잔존하는 이유와 

과정, 현상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을 하는 것을 통해, 공공부조 제도의 원레 설계의도 던 ‘자

립’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부모 가족 중, 자녀의 보호를 모가 맡느냐 부가 맡느냐에 따라 전자는 여성 한부모 가족(모

자가정)으로, 후자는 남성 한부모가족(부자가정)으로 불리게 된다. 과거에는 ‘한부모=여성’이라

* 현행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다. 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
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
로를 제공하는 자활인큐베이팅,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자로 포괄하고 있다. ②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가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공하여 근로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③ 여성가족부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복지자금을 연이율 3%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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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식이 성립될 정도로 여성 한부모의 비율이 높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연구에 

있어서 여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많이 생산되어져왔고, 역설적으로 남

성 한부모 가정의 이슈는 상대적으로 가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2013년 4월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구비율은 63.1%, 부자가구의 비율이 36.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증가된(혹은 증가하고 있는) 남성 한부모들의 잠재된 욕구에 관심을 가

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남성한부모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을 ‘경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이 몇몇 존재하는데 남성한부모의 소득수준이 

양부모 가족의 약 48%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오승환, 2001)과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중

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시급한 해결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미숙 등, 

2000) 등은 빈곤이라는 문제가 여성가구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성가구주에게도 상당한 

이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양쪽 가구가 겪는 근로활동, 빈곤의 생활경험이나, 수급탈출의

지와 같은 부분들이 수렴될 수는 있겠으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와 경험 차이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에,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이를 섬세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부모 가구를 집합적으로 보기보다는, 가구

주의 성별에 따라 분리해서 관찰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근로중인 

한부모 가족의 빈곤과 수급역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

모 각각의 개별적 특성을 모두 살펴봄으로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덫에 놓여있는 여성 및 

남성 한부모가구의 수급상태잔존 현상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

요 초점은 두 가지 주요한 연구 문제, 즉 근로 중인 여성 혹은 남성 한부모 가구가 수급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잔존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급잔존은 어떠한 주요 과정

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기초하여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을 제

시하는 것이다. 

제2  이론  배경  연구방법

1. 이론  배경

F.Herzberg(1966)는 ‘Work and Nature of Man'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근로의지를 제고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소개하면서, 전자를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달성하려는 아

*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하더라
도 직무수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지 않는 요인을 Frederick Herzberg는 위생요인(衛生要因, hygiene facto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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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함적 욕구로, 후자를 고통을 회피하려는 아담적 욕구와 연관시켜 설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빈곤 연구들은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동기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인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 비율로 자활성공률을 측정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7%, 2010년과 2011년에는 9.0%정도로 수급탈출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의 수급탈출자들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90%의 수급잔존자들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직감하게 된다. 왜 수급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가를 구체적으

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 수급탈피에 따른 ’위생요인‘에 속하는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들에 더해,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

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더욱 실용적인 접근을 꾀할 수도 있다. 

아쉽게도 가구주 성별에 따른 한부모 수급잔존에 초점을 둔 유사연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슷한 개념으로서 성별에 따른 탈수급 혹은 자활의지 차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 수 존재

한다. 성별은 탈수급 및 자활의지에 있어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져 왔다(김교

성, 강철의, 2003; 이상록, 2003; 이상록, 진재문, 2003; 김승의, 2007; 권용신, 2009; 정재욱, 2011). 

그 중에서도 여성이 자활의지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김교성, 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권용신, 2009). 조건부 수급여성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세대주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활로 가는 과정에 많은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활의지수준이 매우 높고(신은주, 2004), 여성의 탈수급 기간이 남성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교성, 강철희, 2003). 반면, 자신감과 자기신뢰를 나타내는 자활의지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으며(이병하, 2003), 가구주의 성별차이에 따른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

다 미흡하다는 연구들(Bane & Ellwood, 2001, 송인한 외, 2012에서 재인용)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이 전국이 아닌 협소한 지역을 연구하고 있고(이상록, 2003; 이병하, 2003; 정재욱, 

2011), 연구대상이 한부모대상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며, 빈곤층 중에서도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근로빈곤 한부모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 여성 한부모와 남성 한부모 가구들의 수급 경험과 수급잔존의 원인을 

불만요인(dissatisfier)이라고 하 다. 반면 동기요인(動機要因, motivator)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작용을 하는 요인을 말하며, 만족요인(satisfier)이 라고도 한다. 위생요인은 일 그 자체보다는 
“직무의 맥락”(job context)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조직의 방침(정책)과 행정, 관리감독, 상사와의 관계, 근무환경, 보수, 

동료와의 관계, 개인생활, 부하직원과의 관계, 지위, 안전 등을 말한다.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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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오늘날 수급 경험 자체를 상세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빈곤과 수급경험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참여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생생한 삶의 이야

기를 담아냄으로써,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문헌에서 읽어온 것들에 의해 방해

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은 매우 큰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근로빈곤 한부모 가정의 탈수급 실태 및 현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근로  빈곤 한부모의 수급잔존과 관련된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Creswell(2007)은 양

적연구의 경우, 추세나 관련성에 대한 일반적 그림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방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맥락과 반응을 통제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질적 연구는 주제 자체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

공할 뿐 아니라, 근로에 참여중인 빈곤 한부모 가구의 고유한 주관적 경험에 보다 착하여 풍부

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빈곤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탈수급’ 연구

에서 찾아내지 못한, 또 다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질적연구방법을 선

택하기로 했다. 

한편, 질적 연구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

다. 그 안에는 근거이론, 내러티브, 사례연구, 현상학, 문화기술지 등 다양한 접근들이 존재하는

데,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을 선택하 다. 근거이론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주

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 귀납적인 방법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Strauss and Colbin, 1990). 상징적 상호작용

론은 인간행위가 행위와 대상들 간의 맥락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이 정의내

리는 상황 속에서의 개인의 경험에 집중한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 분석을 단계별로 수행

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상호 검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정 성과 엄격성

을 부여하도록 고안되어 체계적이고 설명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Strauss and 

Colbin, 1998). 그러므로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이라는 특정 연구주제 현상에 대해 

대상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물론, 이와 같은 현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해 심층인터뷰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을 한 고려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보다 대상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더욱 더 세심한 윤리적 고

려가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의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프린트된 조사관

련 설명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비 보장과 익명처리 등을 보장하 으며, 책임연구자와의 연

락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

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기도 하 다. 최종적으로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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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본 연구에 대한 엄격성은 Guba&Lincoln(1981)이 개발하여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에서 신뢰성과 타

당성을 높이고자 하 다. 본 연구자를 비롯해 동료 연구조사원들은 진실된 자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과 신뢰할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 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시간을 할애하

여 문서로 된 연구안내문을 직접 읽어가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면접에 대한 이

해, 비 보장과 익명성보장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충분하

게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고 본질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무겁지 않은 도입질문과 함께 라포를 형성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주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의 충분한 서술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

별심층인터뷰 진행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에서 포화의 신호인 지루함, 반복, 중복이 나타나는 시점

까지 자료 수집을 하도록 교육받았고, 때에 따라 녹음 외에도 연구노트의 활용, 담당 실무자와의 

대화 및 기록, 동반 인터뷰를 진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자 노력하

다. 일관성은 연구자의 자료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는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질적패널의 특성 상 외부연구진에게 원자료를 공유할 수 

없어 이 부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후 동료연구조사원이나 관련분야 연구자들로부

터 자문과 검증을 받아 연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더 노력할 예정이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와 동료들은 배경정보

에 사로잡히지 않고 판단중지(epoche)를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 으며, 현장에서 나타난 그

대로를 담아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고, 실

행하 다.

제3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근로 빈곤 한부모 여성 및 남성 가구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

패널연계 질적연구 심층인터뷰 참여자인 한부모 가구 중 여성가구주 한부모인 경우는 총 18가구, 

남성가구주 한부모인 경우는 총 4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법정수급경험이 있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5점 이하로 본인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

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근로활동 경험이 있는 12가구(여성 9case, 남성 3case)를 유

의표집방식으로 최종 선정하 다. 비록 법정수급경험은 없지만 2년간 실업상태로 인해 빈곤을 경

험했고 남성 한부모로서의 다양한 역동을 컨텐츠에 담고 있는 한 가구(L)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

함시켜 분석하 는데, 인터뷰 시점에서 수급상태인 것은 아니었지만 직전 빈곤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경험과 통찰이 풍부한 바,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참여자를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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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구분 자녀(나이) 수 황 주요 근로

아르바이

트

A 여 52세 문 졸
사별 

(질병, 8년)
딸(15) 조건부수 자활 (행정도우미) O(간병)

B 여 44세 고졸
이혼 

(폭력, 4년)

딸(21)

딸(18)

아들(15)

차상
일반근로

( 트타임 피부 리샵)
X

C 여 55세

졸

(검정고

시)

이혼

(외도, 10년)

딸(31)

아들(28)
조건부수 자활 ( 수막사업단) O(식당)

D 여 61세 ( 퇴) 미혼모 아들(32) 조건부수 공공근로 (청소업무) O(식당)

E 여 54세 ( 퇴)
이혼

(경제, 9년)

아들(23)

딸(16)
조건부수 공공근로 (청소업무) O(식당)

F 여 41세 고( 퇴)
이혼

(외도, 14년)

아들(20)

딸(17)

아들(14)

차상
보험회사 업직 

→ 실업( 정)
X

G 여 39세 졸
이혼

(외도, 7년)
딸(13세) 조건부수

자활 (행정도우미

→ 청소업무)
X

H 여 60세 ( 퇴) 미혼모 딸(26)
일반수 → 

탈수 ( 정)
무직 O(식당)

I 여 57세 고( 퇴)
이혼

(외도, 15년)
아들(22)

차상

→ 일반수
요양보호사 → 실업 X

J 남 52세 문 졸
사별

(질병, 10년)

아들(22)

아들(19)

과거수

→ 탈수

공무원 → 수감생활 

→ 공사 장 기술직
X

K 남 55세 -
별거

(정신질환)

딸(27)

딸(25)

딸(23)

아들(21)

딸(13)

일반수

→ 탈수

수감생활 → 건설 장 

일용직
X

L 남 53세 -
이혼

(외도, 10년)

아들( 재)

아들(공익근

무)

차상

→ 탈수
장사 → 경비 X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한편, 한부모로서의 수급잔존 생활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이슈들을 담아내

기 위해 자녀의 나이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표 1>에서와 같이 총 12명

의 가구주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확정하 다. 

2. 자료수집  분석

한국복지패널은 질적연구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방법을 사용한다. 

인터뷰 수행은 질적연구 전문가로부터 2-3회의 사전교육을 받고, 질적연구에 대한 훈련을 거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자는 이 팀에 소속된 전문조사자로서 

2년간 활동하며 본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한부모 대상자 중 4case를 직접 인터뷰하 으며 상호

교차 및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조사와 녹취를 직접 수행하 다.

개별 심층면접은 한 가구당 연 2회씩 각각 이루어졌는데, 면접시간은 한 회당 최소 60분에서 

최대 18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복지패널연계 질적연구의 종단적 특성을 살리고, 연구참여자의 보

*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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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2011 ■ ■ ■

2012 ■ ■ ■ ■ ■ ■ ■ ■ ■

2013 ■ ■ ■ ■ ■ ■ ■ ■ ■ ■

<표 2>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 시기

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활경험의 역동을 잡아내기 위하여 여성한부모의 경우 2012년, 2013년 

연속자료를 분석하 고, 남성한부모의 경우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한 연속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 다. 이와 관련 심층인터뷰 시기는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면접은 주로 연

구 참여자의 요청에 의해 일터나 집 등의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

에 MP3로 녹취되었고, 녹취록에는 가능한 한, 침묵, 손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표현 등을 

놓치지 않고 분위기를 담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에 앞서 근로빈곤 한부모 가구의 탈수급 및 남녀가구주 차이와 관련

된 국내외 학술문헌, 신문자료, 통계자료 등을 통해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는 텍스트로 전사(轉寫)되어 녹취록으로 만들어지는데, 본 연구

자는 이 데이터를 원자료(raw data)로 활용하 다. 연구참여자의 비 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

를 고려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측에 한부모 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하

으며, 코딩 및 분석과정을 위해 NVivo10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면접 자료에 대한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의 지속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채택해 개방코딩, 축 코딩, 선택코딩의 분석단계를 거쳤다. 우선, 근로빈곤 한부모 가

구주와의 면담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한 문장씩(line by line) 검토하여 탈수급노력 및 수급잔존 경

험과 관련한 개념들을 이끌어냈다. 근거자료의 계속적인 비교의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관찰되

는 어휘, 개념 등을 따로 추출하여 여기에 일정한 코드명(node)을 부여했다. 이렇게 나열된 개념

들은 그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 단계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원자료로 돌아가 

분석에 관한 초기의 생각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자료→개념→하위범주→범주의 과정

을 통해 범주들을 찾아내는 개방코딩(Open cording) 작업을 시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범주가 새롭게 생겨나며 유사한 범주가 통합되기도 하 다. 

개방코딩 이후엔 축코딩(Axial cording)을 실시했다. 하위범주들 사이의 관계를 자료와 검증 대

조하면서,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구성해보았다. 각 하위 범주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포

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6가지 패러다임(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장용/

상호작용전략, 결과)으로 구분하 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실시했는데, 이는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써 Strauss & 

Corbin(1998)은 이 과정을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 간에 이론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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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갑작스럽게 남편(아내)이 질병으로 사망함 청천벽력같았던

배우자와의 이별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짐 
인

과

적

조

건

하루아침에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아 혼자가 됨

자존심과 감정을 앞세우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함 어쩌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건서로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좋았겠지만, 당시엔 방법을 몰랐음

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쓰는 남편으로부터 도망나옴
*‘잘못된 만남’

으로부터의 탈출 오직, 

해방되기만을

바람

배우자의 외도에 배신감, 배울 것 없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

경제력 없는 배우자, 가장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한 실망과 갈등고조

아이를 맡기기 부족해보이는 배우자,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내 분신과 같은 

아이내 의지에 의한 이별결정이었기에 아이들에게 느꼈던 미안함

위자료나 양육비지원(경제력) 없이, 아이들과 세상 앞에 서게 됨

*맨몸으로 맨땅서기 달라진 삶, 

새로운 역할 속

‘저글링(juggling)

’시작

맥

락

적

조

건

낮은 학력, 직업훈련경험(인적자본) 부족으로 막막함을 느낌

나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팀

식당일부터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돈벌기

새로운 맡은 역할과

일-가정 양립갈등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시간없음, 할줄 모름)

늦은시간에 일하는 식당이나 마트 일을 할 때,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곳이 없

음

밤에 경제활동하고 낮에는 가사노동을 하며 과로한 탓에 몸에 무리가 옴
건강 악화

낭떠러지 앞에

서있는 나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내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음

아이를 포기하고 새시작 하라던 가족(부모, 형제, 친척)들과 반목이 생김

네트워크 부족
경제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친구 등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시작

함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느낌

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아 노력해서 자격을 땄지만, 현실에선 받아주지 않

았음

좌절의 누적집을 팔아 주식을 샀는데 몽땅 날아가버리고, 보증금까지도 들어먹음

구직실패, 근로하는 경우에도 업무가 너무 힘들거나 맞지 않아 실업의 반

복.

양가감정을 느낌 : 새로운 삶에 대한 해방감과 막연한 두려움

추락하는 마음상태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었지만, 나 없으면 혼자 될 아이를 생각해 참았

음

우울함으로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함

가장 어려운 순간, 경제지원 덕에 아이들과 살아낼 수 있었음 메마른 삶에 보슬비

같던 정부지원

경계의 삶을 

경험하기

중

심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각종서비스)에 대해 알게됨

<표 3> 근거 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과 범주화

3.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범주분석

개방코딩을 통해 <표 2>와 같이 85개의 개념, 31개의 하위범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축

코딩 절차를 통해 <그림 1>에서처럼 범주들을 패러다임 요소와 연결할 수 있었다. 

- 533 -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게 됨

현

상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짐
‘밑바닥’을 침

사회와 주변인들로부터의 차별적 시선과 태도를 경험 후 좌절함

일을 해서 더 벌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 자기발전하기보단 안주하게 

됨
유리천장(glass 

ceiling) 밑에 

가둬진 나 내겐 너무 

불완전한

수급제도

겨우 먹고 살정도 제공되는 정부지원 때문에 불법추가근로를 할 수밖에 

없음

개인의 건강상태, 흥미나 적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주어지는 자활업무
꺼려지는(lousy job)  

조건부 자활직무
내 아이에게 내 직업(자활업무)을 당당하게 소개하기 부끄러움

부정적 롤모델(Role Model), 나의 미래를 보는 것만 같아 괴로움

나홀로 벌이, 부족한 소득
오롯이 혼자 감당

가난이라는 

이름의 쳇바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생각함

여윳돈을 모으거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음
하루살이 인생

한 달 빠듯하게 살아내는 정도의 삶

조금 더 벌려고 일하다가 수급이 탈락되는 것을 꺼림 더 일 해봤자 

나만 손해 
제도에 내재된 

역설(paradox)

중

재

적

조

건

어차피 똑같은 일당, 적당히 일 하는게 정답임

눈에 보이지 않는 현물서비스(의료, 교육, 주거 등)가 중단되는 것을 염려 ‘보이지 않는’ 혜택

건강이 좋지 않음 (불건강), 나이가 많음 (고연령), 배움이 없음 (저학력)

개인적 요인

좌불안석

   (坐 不 安 席 )

불안정하고 비전문적인 주근로 대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정적 근로 욕구

일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고된 일들 뿐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듬

자녀 연령별 과업에 따른 경제·정서적 양육이 힘듬

자녀 요인신체, 정신, 사회건강적인 면에서 자녀건강이 좋지 않음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자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음

병원, 학교 등에 각종 행정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낙인을 

줌

제도·사회 요인수급자 선정시스템에 의혹이 느껴지고, 제도나 서비스에 불만족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낮음(알콜중독자 옆집, 욕을 배우는 방과후, 저품질 

쌀)

꿈도 계획도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 것임

웅크리기
수렴적(convergent

)

대응

작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자활, 공공근로 등을 최소한의 생존수단으로 삼음

차별과 사회의 시선을 감내하게 됨

교육프로그램, 문화, 여행, 운동바우처 등의 서비스를 활용함

관리하기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추가 소득을 얻음

아이양육과 교육에 돈을 쓰며, 때를 기다림

적극적으로 취업교육·훈련을 받음
의욕을 가지고 

맞서기
확산적(divergent

) 대응

노동시장에 나아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함

부끄럽지 않은 가장의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함

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함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교회, 복지관, 센터 등)

이성친구의 도움을 받음 (정서적, 경제적)

스스로 일어설 용기와 의욕, 방법을 잃어버림

지쳐버린 한부모 수급잔존
결

과
모든 걸 바쳐 키워놨더니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커버린 내 아이(장애 등)

정신차리고 보니 어느새 가진 것 없는 늙은 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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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훌쩍 결혼을 해 떠난 자녀, 그러나 가난이 대물림되어 벗어날 수 없음

고된 일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수급잔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함

적응하는 한부모
돈이 부족해도 적게쓰고, 아껴쓰면 그 안에서 살아진다고 생각

언젠가 자동탈락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생각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함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해 수급 자동탈락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나아지지 않

음 But

탈수급≠탈빈곤
수급으로부터

벗어남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지만, 기존에 받던 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너무 큼

자녀의 결혼, 손자녀 양육, 주거이전 등 여전히 너무 많은 숙제가 남아있음

양육부담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됨
‘부담’으로부터의 

탈피
이제부터는,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니 편함

잉여시간 덕에 평생 처음, 나를 위한 시간이 사용함

자녀의 결혼, 손자녀 양육, 주거문제를 위해 저축하기 아직도 

‘너’를 위한 시간

희망품기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잘 늙어가는 것이 희망임

정신없이 사느라 놓쳤던 것들, 문화생활이나 교육을 받게 됨

이제는 

‘나’를 찾는 시간

자녀가 결혼만 마치면,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음

자녀에게도, 남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 대한 소

망

인 과 적  조 건
· 세 상  한 가 운 데 로  내 던 져 짐
· 오 직 , 해 방 되 기 만 을  바 람

중 심 현 상
· 경 계 의  삶 을  경 험 하 기
· 내 겐  너 무  불 완 전 한  수 급 제 도
· 가 난 이 라 는  이 름 의  쳇 바 퀴

작 용 /상 호 작 용  전 략
· 수 렴 적 (C onvergen t) 대 응
· 확 산 적 (D ivergen t) 대 응

결 과
수 급 으 로 부 터  벗 어 남  

수 급 잔 존
희 망 품 기

맥 락 적  조 건
·달 라 진  삶 , 새 로 운  역 할  
속  저 글 링 (jugg ling ) 시 작
· 낭 떠 러 지  앞 에  서  있 는  나

중 재 적  조 건
제 도 에  내 재 된  패 러 독 스 (PA R AD OX )

· 좌 불 안 석 (坐 不 安 席 )
· 지 지 체 계

<그림 1> 근로 빈곤 한부모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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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  조건

인과적 조건이란 특정한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들로 구성되며 ‘왜 그 현

상이 발생하 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한부모가구가 수급상태가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

으로서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짐’과 ‘오직 해방되기만을 바람’이라는 주제들이 발견되었

다.

가.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짐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이혼을 통해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졌

다. 예기치 않게 당하게 된 준비 없는 이별은, 그 자리에 남게 된 나머지 가족들에게 큰 심리적

인 충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했다. 남아있는 가

구원들이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 경제력, 양육기술, 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상황

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갈등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이

고 쌓여  발생하는 이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기술, 약간의 

도움을 줄만한 누군가가 존재했더라면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

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이혼을 숙려할 수 있도록 돕거나 조정하는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후 회 가  되 지 요 ... 내 가  지 금  생 각 하 면 은 , 이 혼 을  그 때  해 주 지  말 고  2년 이 든  3년 이 든  떨 어 져  자 기 도  생 각 할  수  있
는  시 간 을  갖 는 게 ... 그 게  좋 은  것  같 아 요 . 그  당 시 에 는  화 가  치 미 니 까 ... 화 만  안 냈 더 라 면  더  좋 은  방 법 을  생 각 했 을 텐
데 .. 일 단  이 혼 한 다 는  가 정  하 에  떨 어 져  있 자 는  거 지 . 그 런 거 하 고  당 장  화 가  나 서  이 혼 하 자 는  거 하 고 는  다 른  거 거 든 . 
사 람  마 음 이 라 는  건  1초 에 도  몇  번  바 뀌 는  줄  알 아 요 ? 수 십 번  바 뀝 니 다 . (참 여 자  L )

나. 오직, 해방되기만을 바람

끝없이 지속되는 가정폭력이나 외도로 인한 배신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가장의 모습으로 인

해 본인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잘못된 만남’으로부터 탈출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구원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만나 정부서

비스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데,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접하면서 한부모 가구로서 조심스럽게 연

착륙(soft landing)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보부족이나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그 어떤 사회적 

지지도 없이 고군분투하다 상처투성이의 자유인이 되어 한참 후에나 제도권에 편입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그 렇 게  나 를  무 시 하 고  구 박 하 던 ) 그  집 에 서  나 온  것 만  해 도 , 해 방 된  것  만 해 도 , 처 음 에 는  그 런  생 각 만  들 더 라 고
요 . 아 주  안 보 니 까  속 이  다  시 원 하 더 라 고 요 . (참 여 자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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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씨 가  또  술 만  먹 으 면  부 수 고  이 러 니 까  한  번 씩 . 스 트 레 스  받 아 가 지 고  안  되 겠 다  싶 으 니 까  내 가  이 혼  한 거 지 . 
그 래 서  아 예  일 찍 감 치  저 기  했 는 데 . 애 가  또 . 애 는  어 리 고 . 그 렇 다 고  내 가  참 고  살 라 니 까  스 트 레 스  받 아 서  돌 아  버 릴  
꺼  같 어 . 하 루  이 틀 도  아 니 고 . 당 하 지  않 은  사 람 은  몰 라 요 . 그 래 도  지 금 은  그 런  건  안 보 고  사 니 까 . 경 제 적 으 로  힘 들 어
도  마 음 적 으 로 는  막  하 늘 을  날 아  갈  꺼  같 아 . 그 런  고 통 을  안  당 하 니 까 . (참 여 자  I)

(2) 맥락  조건

맥락적 조건은 참여자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특정한 현상 또는 현상의 속

성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에 이르게 하는 맥락

적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역할들을 부여받고 고군분투하는 ‘달라진 삶, 새로운 역할 속 저글

링(juggling) 시작’,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절망인 ‘낭떠러지 앞

에 서있는 나’로 중심범주가 구성되었다.

가. 달라진 삶, 새로운 역할 속 ‘ 링(juggling)*’ 시작

참여자들은 배우자와의 이별과 동시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어떤 이

에게는 온실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감옥 같았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데,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 받거나, 원가족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런 자원 없이 맨몸으로 맨땅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부부가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활동이나 양육 중 한 부분에 집중했던 비교적 

심플한 삶으로부터, 경제활동·집안일·아동양육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하는 생계부양자로

서 역할의 ‘저글링(juggling)’을 시작하게 된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만났던 참여자들의 경우, 가

구주 성별에 따라 특히 더 어려움을 느끼는 역할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들은 ‘경제적 가

장’이라는 역할에, 남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자’라는 역할에 각각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욕구는 있었지만 자격, 경력, 오랜 시간의 훈련 등을 요구하

는 좋은 일자리들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계발이나 저축 등 미래에 대한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한 채 근근

이 살아가게 된다.

직 장 을  다 녔 으 면  그 랬 는 데  집 에 서  살 림 을  하 던  주 부 였 으 니 까  더  어 려 웠 지 . 닥 치 는  대 로  아 무 거 나  했 어 요 . 청 소 도  
하 고  별 거  다 했 어 요 . 그  땐  애 가  어 렸 지 만  누 가  돌 볼  사 람 도  없 고 . 뭐  가 족 들  있 어 도  뭐 ...누 가 ... 자 기  일  바 쁘 니 까  애  
봐 줄  능 력 도  안  되 고 ...그 러 니 까  내 가  다 급 하 니 까  그  밤 에  가 서  일  한  거  아 니 예 요 .... 돈 도  없 고 . 우 선  그 날  그 날  먹 기  
살 기  바 빴 다 니 까 . (참 여 자  I)

* 저글링(juggling)이란 물건을 가지고 잡다한 놀이기술이나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공 같은 물건을 두세 개 이상 들고 
공중으로 던져 가며 다양한 곡예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자녀양육과 근로활동, 일상생활유지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내야 하는 한부모 가구주들의 상태를 저글링에 빗대어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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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  같 이  생 활 했 으 면  그 게  되 는 데 , (수 감 생 활  하 느 라 ) 제 가  떨 어 져 있 어 서 ... 그 러 다  보 니 까  뭐  해 줄  수  있 는  방 법
이  없 더 라 고 요 ... 제 가  뭐  이 제  그 ... (집 안 일 ) 밥  해 주 고  이 런  거 를  잘  못  해 요 . 애 들 한 테 . 소 질 도  없 고 . 요 즘 도  멀 리  
건 설 현 장 에  있 어 서  일 주 일 에  1-2번 씩  오 느 라  신 경 도  못 쓰 고 . 제 가  뭐 , 개 인  사 업 을  한 다 고  그 러 면  좀  시 간 이  되 면  할  
수  있 는 데 , 근 데  지 금 은  상 황 이  어 려 울  것  같 아 요 . (J )

이 과정에서 극심한 시간 부족을 경험하게 된 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 근로활동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과 함께, 심각한 일-가정 양립 갈등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  때 , 제 가  5살 짜 리  쟤 (딸 )를  맡 겼 을  때 는  유 치 원 에 서  6시 에  딱  끝 내 버 리 는  거 예 요 . 10시 까 지  봐 주 는  데 가  없 고 ... 
어 따  놓 을  데 가  없 으 니 까 … 6시 에  끝 나 고  태 권 도  도 장 을  데 려 다  놨 어 (웃 음 ). 태 권 도  도 장 이  처 음 에 는  자 기 는  이 렇 게  어
린  애  안  받 는 다 고  그 러 는  거 예 요 . 사 정  이 야 기 를  했 지 . ‘제 가  퇴 근 을  8시 에  하 니 , 8시  반 에 나  집 에  도 착 을  합 니 다 . 
그  시 간  동 안  관 장 님 이  애 기 를  태 권 도  가 르 쳐 준 다  생 각 하 고  맡 아 달 라 .’고 ... 중 학 생 들 이 나  가 르 칠  그  시 간 에  7시  반  
타 임 을  뛴 거 야  애 가 . 혼 자 (웃 음 ) 요 만 한 게 . 다 들  큰  언 니 오 빠 들 이 었 는 데 ...근 데  그 것 도  8시 면  끝 나 버 려 요 . 그 럼  8시 에
는  30분 동 안  나  기 다 리 고  혼 자  있 는 거 야 . 그 러 니 까  그 렇 게  해  갖 고 는 ... 유 치 원 은  6시  되 면  선 생 님 들  다  가 버 리 니 까  
볼  수 가  없 고 … 그 래 서  태 권 도  도 장 에  보 냈 다 니 까 요 . (참 여 자  A )

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나

근로빈곤 한부모 가구주들은 인과적 사건(이혼, 사별 등) 이후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려는 노력

을 하며 발버둥 친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익숙치 않은 강도 높은 노동을 수

행하느라 갑작스럽게 신체적 건강이 악화(디스크, 당뇨, 혈압 등)되거나, 낯선 사회와의 미숙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도 하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빈

곤으로 전락하게 된다. 강한 자립의지를 가지고 노동부나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훈련프로그

램, 자체구직노력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녀양육문제, 개인의 자원부족(학력, 건

강, 기술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로의 취업까지 연계가 되지 못하

고, 제도권에 재편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업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고개드는 우울, 분노, 무기력함 등의 흔들리는 감

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기도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원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신체·사회·심리적으로 ‘낭떠

러지 앞에 서 있는 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식 당 이 랑  파 출 부  다 니 고  하 는 데  너 무  힘 들 어 ... 가 슴 이  아 프 고  막 , 체 력 이  딸 리 니 까  죽 을  것  같 애 요 . 그 래 가 지 고  아
주  아 파 서  힘 들 었 어 . 근 데  이 거 (일 ) 안 하 면  돈 을  까 먹 잖 아 . 그 래 서  몸 이  많 이  어 렵 게  된 거 요 . 아  무 조 건  적 잔 데  내 가  
움 직 이 지  않 으 면 . 누 가  도 와 준  사 람  있 으 므 는  그 나 마  괜 찮 겠 죠 . 근 데 , 이 건  내 가  가 장 이 니 까 , 내 가  아 파 블 믄  다  모 든  
것 이  다  스 톱  되 어 버 려 . (참 여 자  I) 

  내 가  진 짜  진 짜  너 무  사 는  게  힘 들 어 서  진 짜  죽 을  생 각 을  많 이  했 거 든 요 . 동 사 무 소 에 서  작 업  하 는  데  노 끈 이 , 현 수
막  쪄 맬  때  쓰 는  노 끈 이  탄 탄 한  거 를  내 가  그 걸  가 져 가 서 는  농 에 다 가  묶 어 놨 었 어 . (울 음 ) 근 데  나  죽 으 면  우 리  애 들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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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 게  해 … .또  애 들  죽 이 고  나  죽 으 면  우 리  애 들 이  너 무  불 쌍 하 잖 아 . 그 렇 게  힘 들 었 는 데 도  우 리  언 니 들 은  나 한 테  아 무 … .’
얘 , 너  어 떻 게  하 니 ’ 그 러 지  않 고 . (참 여 자  C )

(3) 심 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용/상호작용 작업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중심현상은 참여자들의‘수급경험’을 

의미하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부모 가구가 근로에 계속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며 계속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소득 법정 수급권자로서 지

위를 획득하지만(경계에 머물기),  수급제도 편입 후 참여자들이 경험한 한계(내겐 너무 불완전한 

수급제도) 그리고 보호 속에서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빈곤상태(가난이

라는 이름의 쳇바퀴)에 대한 주제들이 각각 범주 속에 드러나 있다.

가. 경계의 삶을 경험하기

앞서 인생의 낭떠러지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결국, 본인이나 주변인(통장, 지인, 병원관계자 등)

에 의해 한부모 법정지원 신청을 하게 되며, 심각한 건강 상의 이상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는 일반 수급, 나머지는 차상위(130%)나 조건부 수급(자활근로)으로 편입되어 수급자로서의 서비

스를 지원받기 시작한다. 각 가정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같은 정부지원제도를‘메마른 삶에 보슬비’같은 고마운 존재

로 인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 급  못 받 았 으 면  솔 직 히  힘 들 었 겠 죠 . 애  공 부 도  못  했 을  거 예 요 . 등 록 금 이  오 십  몇 만 원 인 데 . 3개 월 에  한 번 씩  내 지
만  저 한 테 는  그 게  큰  돈 이 예 요 . 왜  그 러 냐 면  다 달 이  벌 어 가 지 고  세 금  내 고 , 생 활 해 야 지 ... 기 본 적 인  생 활 이  있 잖 아 요 ?  
(참 여 자  I)

  한 부 모  받 아 서  그 것 도  일 년 에  그 것 도  400만 원  정 도  혜 택  받 았 어 요 . 합 치 면  금 액 으 로  받 으 면 . 그 게  이 제  애  같 은  경
우 는  학 교  다 닐  때 는  등 록 금  다  면 제  받 고 , 급 식  점 심  우 대  받 고 , 뭐  여 름  겨 울  같 은  경 우 에 는  그  뭐  난 방 비  얼 마  나 오
고 , 그 리 고  또  쌀  같 은  것 도  반 값 에  주 고  이 런  것  쭉  따 져  보 니 까  돈 으 로  환 산 해  보 니 까  400만 원  가 까 이  되 더 라 고 요 . (참
여 자  J)

 하지만, 수급자로서의 경험은 참여자들에겐 양가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수급자를 바라

보는 세상의 시선, 본인이‘ 세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존심 상함, 아이들이 알게 모르

게 학교에서 받았던 차별과 관련한 상처들을 이야기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 다. 그들은 그 

때 상황을‘밑바닥을 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처 음 에 는 요 . 내 가  왜  이 렇 게  초 라 해 졌 을 까 . 왜  내  인 생 이  여 기 까 지  왔 는 가 ... 이 러 면 서  좌 절 을  했 었 어 요 . 예 전 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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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냥  애 들  과 자  값 이 던  돈 백 만 원 도  채  되 지  않 게  살 아 가 는  상 황 이 ... 힘 들 었 죠 . 처 음  자 활 을  시 작 하 게  되 고 서 는  제 가  
3개 월  동 안  울 었 어 요 . 어 떻 게  내  인 생 에  이 렇 데  바 닥 까 지  내 려 가 서 ... 나 락 으 로  떨 어 졌 을 까 ... 3-4개 월  정 도 를  울 면
서 …  울 었 어 요 . 많 이 . 왜  내 가  이 렇 게  살 아 야 되 는 가 . 내 가  왜  이 렇 게  살 아 야  되 는 가 . 삶 의  바 닥 에 서 ..(참 여 자  G )

나. 내겐 무 불완 한 수 제도

 참여자들은 수급제도를 삶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일을 해서 더 벌수록 역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현실 공공부조 정책 

때문에, 자기발전보다는 현실안주를 추구하거나 불법 추가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유리

천장(glass ceiling)’밑에 가두어져버린 존재로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무언가 잡

힐 듯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위로는 결코 올라가지 못하는 갑갑한 장벽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토로한다. 자활사업단에 있는 참여자의 경우, 적성이나 상황(건강, 물리적 

거리 등) 고려 없이 무작위로 업무가 주어지는 현실과 부당한 근무 환경, 그리고 자녀에게 당당

히 말하기 부끄러운 허드렛일(lousy jobs)을 강요하는 현실제도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국 노 라 고  아 세 요 ? 국 가 의  노 예 ... 자 활 은  수 급 을  유 지 하 기  위 한  국 가 의  노 예 인 거  같 아 요 . 자 활 이 라 는  근 무 자 체 가  
주 방 일 , 아 님  청 소 , 그 러 니 까 는  일 반 적 인  사 람 들 이  선 뜻  하 고  싶 지  않 은  그 런  일 들 을  시 키 세 요 . 안  그 래 도  우 울 증 이
나  대 인 기 피 증 , 공 황 장 애 로  시 달 리 는  분 들 에 게  남 들 이  하 기  싫 은  하 찮 은  일 들 을  시 키 죠 . (빈 곤 독 거 노 인 ) 재 가 방 문 청 소  
할  때 , 마 치  저 의  미 래 를  보 는  것  같 아 서  되 게  자 괴 감 이  들 고  슬 펐 어 요 . 나 하 고  똑 같 은  환 경 에 서  늙 어 있 는  사 람 일  뿐
인  거 예 요 . 수 급 에 서  벗 어 나 지  않 으 면  저  사 람 하 고  똑 같 은  삶 을 , 나 도  언 젠 가  10년  뒤 에  살 겠 구 나 . 그 걸  보 면 서  저 는  
자 괴 감 을  느 꼈 어 요 . 이 거  지 금  사 람  고 문 하 는  거 구 나 . 내 가  똑 같 은  집 에  살 지  않 으 면 , 이 렇 게 까 지  힘 들 지  않 을 텐 데 ... 
옆 단 지  같 은  아 파 트 거 든 요 . 많 이  힘 들 더 라 고 요 . (참 여 자  G )

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쳇바퀴

  배우자 없이 오롯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한부모 가구주들에게 있어 정부지원은 분

명 도움이 되는 요소 지만, 자립·자활을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구주들은 본인세대의 자활을 포기하고, 자녀에겐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게 된다. 자신이 가진 물적·심적 에너지를 희생을 통해 자녀에게 쏟아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책임감, 미안함,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보

여주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오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의 결과물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예측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을 통해 ‘바닥’에

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숨 가쁘게 살면서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괴로

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내 가  당 장  더  많 이  벌 어 서  한  달 에  40-50만 원 씩  꼬 박 꼬 박  저 축 할  수  있 는  형 편 이  되 서  내 가  수 급 자 가  탈 락 이  된 다  
해 도  조 바 심  떨 지  않 는  위 치 가  되 었 으 면  참  좋 겠 는 데 …  지 금  현 재 로 서 는 …  정 말 로  다 람 쥐 가  쳇 바 퀴 를  돌 듯 이 .. (참 여 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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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수행

하는데,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참여자들이 근로빈곤 수급상황에서 수급잔존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수급탈출을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촉매 요인들이 된다. 연구 결과, 심층면접 과정에서 

중재적 조건에 대한 내용 비중과 분량이 상당했는데, 관점에 따라 이 내용은 복지의존에 빠져있

는 한부모들의 핑곗거리(excuse)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심층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할 경우 무

엇이 그들을 ‘움직이게’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분석 결과, ‘제도에 내재된 패러독스(paradox)*’, ‘좌불안석(坐不安席)’ 그리고 

‘지지체계’라는 주제가 증재적 조건 내 범주로서 정리되고 있었다.

가. 제도에 내재된 패러독스(paradox)

생계나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더 일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꽤 강하게 퍼져있었다. 편하게 일을 해서 80만원을 받으나, 악착같이 일을 해서 50만원을 벌고 

30만원을 정부에서 받으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굳이 힘들게 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활 등에서 적당히 일하면서 편하게 안주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

들은 초기의 자활의지나 개인적인 꿈,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급자들로서는 경제인

으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나 정부로서나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기회를 잃

어버리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보이지 않는’ 혜택 이야기

에 열을 올렸다. 대학등록금을 제외하더라도 일 년에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정도 가

치의 보이지 않는 현물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급기준이 되는 130%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

스로를 관리하거나, 아예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근로를 뛰며 부족분을 충당하는 모습이 일반

적으로 나타났다. 

소 득 이  생 기 면  그 만 큼  내 가  나 라 에 서  지 원 받 는  금 액  자 체 가  줄 어 버 리 잖 아 요 . 큰 애 가  수 능  끝 나 고  용 돈 이 라 도  조 금  
필 요 할  거  같 으 니 까  알 바 를  하 겠 다  그 래 서  알 바 를  했 어 . 호 텔  가 가 지 고  하 루  종 일  서 빙  해 가 지 고  세 금 까 고  8만  얼 마  
받 았 나 ? 근 데  있 잖 아 요 . 10만 원 . 세 금  공 제 하 기  이 전  금 액 으 로  공 제 한 거 야 . 내 가  그 랬 어 . ‘너  하 루  종 일  가 가 지 고  죽
어 라  고 생 하 고  그 거  타 왔 는 데  나  10만 원  까  나 가 지 고  오 면  뭔  소 용 이  있 냐 . 차 라 리  니 가  하 지  말 고  내 가  나 오 는  10
만 원  니 가  필 요 한  10만 원  너  줄 께  그 냥 .’ 차 라 리  내 가  한  달  쪼 여 가 지 고  10만 원  주 는  게  낫 지 ... 죽 어 라 고  발 에  물 집  
생 겨 가 면 서  그  짓 을  왜  해 요 . 일 을  좀  하 도 록  도 와 줘 야  되 는 데  일 을  하 면  오 히 려  손 해 를  보 는  느 낌 을  들 게  하 니 까 . 
그 니 까  애 는  애 대 로  번 다 고  발  부 르 트 고 . 고 생 은  고 생 대 로  하 고 . 제 대 로  벌 지 도  못 했 으 면 서  오 히 려  까 져 서  나 오 니 까  
더  많 이  까 져 서  나 오 니 까  나 는  나 대 로  휘 청 하 고 . (참 여 자  B )

* 제도에 내재된 정책 패러독스에 대하여 사득환·박상진(2013)은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상충된 요구 또는 정책전
제들이 동
시에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상태’로 정의하 음. 이런 점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정책차이(policy difference)나 정책갈등
(policy conflict), 정책모순(policy contradiction)의 차원을 넘어선 복합개념이자 딜레마(dilemma)개념을 포괄하는 큰 개
념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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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불안석(坐不安席)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요인, 

자녀요인, 제도・사회요인 등 그 불안을 주는 요인도 다양했다. 

먼저, 참여자들은 불건강, 고연령, 저학력의 여러 가지 취약한 개인적 자원으로 인해 결과적으

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한부

모 중 두 사례는 수감생활을 한 케이스로, 이로 인해 고용 등 다른 사회적 역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즉, 건

강수준과 학력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고 여성일수록 제도권 내에 남아있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관찰되며 이는 여러 다른 탈수급 관련 연구결과의 내용들과도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자원이 부족하면 일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된 일 뿐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안

정적인 업무 대신 불안한 지위의 비정규직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탈출보단 수급잔

존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참여자들은 깊은 우

울과 정서적 좌절을 겪기도 한다.

 
  그 래 서  다 시  쓰 러 졌 어 요 . 병 원 갔 더 니  당 분 간  쉬 래 요 . 당  수 치 가  너 무  많 이  올 라 가 서 . 그 때 가  (당 뇨 수 치 가 ) 397정 도  

나 왔 을 때 예 요 . 그 래 서  다 시  못 하 고 , 다 시  쉬 고 …  그 랬 죠 . 그 러 니 까  그 냥 …  맨 날  그 래 요 . 그 냥  조 금  일 하 나  싶 으 면 ..쓰 러 지
고 …  또  일 하 나  싶 으 면 … 또  힘 들 어 가 지 고 … 그 러 니 까  진 짜  일 하 는  건  8개 월 , 9개 월 정 도  다 니 고 … 나 머 지 는  그 냥  이 러 고  있 는  
거  같 아 요 . 힘 들 어 서 . (참 여 자  B ) 

 벼 룩 시 장  많 이  있 다  아 닙 니 까 ? 내 하 고  맞 는  게  있 는 가  싶 어 서  그 거  계 속  쳐 다 보 고 , 전 화 도  해 보 고  이 런 다 니 까 . 
내  나 이  되 겠 다  싶 어 서  전 화 했 더 니 만 , “이 거 는  기 술 자 를  원 합 니 다 .” 해 가 지 고 . 그 거 를  뭐  되 도  못 하 고 ...(중 략 ) 다 른 데  
또  찾 고  있 는  중 인 데 . 이 력 서 도  또  써 놨 고 . 근 데  나 이 가  좀  있 다  보 니 까 . 지 금  모 집 공 고 는  대 개  보 니 까  45세 까 진 가  
해 가 지 고  많 더 라 고  인 제 . (참 여 자  K )

둘째,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높았다. 자녀에 대한 불안감은 경제·정서적인 

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참여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령전

기 자녀의 경우는 시간빈곤 속에서 아이를 키워내느라 분주하고, 자녀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

제·정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컸지만, 특기할만한 점이 있다면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가‘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키우고자, 

메이커 신발이나 유행하는 옷 등을 사주느라고 무리한 지출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이 욕구를 채

워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 즘  애 들 이  너 무  메 이 커  메 이 커  하 잖 아 요 . 신 발  하 나  가 방  하 나  몇 십 만 원 씩  하 는 데 , 그 거  하 나  사  줄 려 면 … 한 …  
4-5개 월  할 부 를  끊 고  그 런  상 황 이  되 는  거 예 요 . 너 무  부 담 이  되 지 만 ... 친 구 들 끼 리  그 런  것 도  있 어 서  안  신 으 면  문 제
가  생 기 니 까 ... 그 게  인 제  나 는  이 렇 게  살 지 만 , 자 식  기 는  죽 이 기  싫 으 니 까 . 그 런  식 으 로  할 부 를  하 다 보 니  카 드  값 이  
쳇 바 퀴  도 는  거 예 요 . (참 여 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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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를  들 면 , “엄 마 , 스 마 트  폰  사 줘 .” 이 렇 게  말 하 면 ... 입 으 로 는  뭐  니 네 들 이  뭔  필 요  있 냐  어 쩌 고  저 쩌 고  막  이 렇
게  말 해 도 ... 요 즘  초 등 학 생 도  다  해 주 고  그 러 는 데 . 이 제  뭐  그 럴  때 ...?  남 들 은  딱 딱  해 줄  때  우 리 는  해 주 지  못 할  
때 ... 있 으 면  왜  안  해 주 겠 어 . 그 럴  때  심 리 적 으 로  좀  미 안 하 지 . (참 여 자  F )

배우자의 부재가 자녀 양육에 상당한 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토로도 이어졌다. 참여

자들은  배우자의 부재로 생겨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중간에서 조정해주고 개입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의 개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화 .. 화 를  내 죠 . 근 데  제 가  이 제  좀  잡 아  줄 려 고 .. 근 데  쟤 가  또  강 압 적 으 로  막  한 다 고 .. 막  욕 도  하 고 …  근 데  때 리
지 는  못 해 . 커  가 지 고 .. 때 릴 라  그 러 면  손 을  딱  잡 아 .. 힘 이  딸 려 .. 이 제 는 .. 아 빠 가  있 어 서  그 냥 .. 뚜 드 려  패  갖 고  오 면  
모 를 까 …  이 제  그 럴  단 계 는  아 닌 데 …  자 꾸  애 들 과  휩 쓸 려  노 니 까 …  어 느  때 는  또  애 들 하 고  놀 고  안  들 어 오 니 까 .. 좀  걱
정 이  되 는  거 예 요 . (참 여 자  I)

수급자에게 던져지는 사회의 시선이 불편할수록 수급탈출의지가 생기기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것은 불편감을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인 것으로 나타났

다. 흥미롭게도 한명도 빼놓지 않고 인터뷰했던 모든 참여자들이, 지자체의 수급선정 시스템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불신은‘나는 

그들 보다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모럴 헤져드(moral hazard)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라는 위안을 줌으로서 수급잔존에 상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 문 이  여 러  소 문 이  많 이  나 오 는 데 . 이 거  좀  똑 똑 하 면 은  타 먹 고 , 또 는  아 는  길 이  있 는  거  같 으 면 은  또  타  먹 고 . 또  
내 같 이  춥 고  이 런  사 람 들 은  타  먹 을  길 이  있 어 도  못  타 먹 는  길 이  좀  많 은  모 양 이 라 보 니 까 . 여 는  뭐  혼 자 서  말 도  한
마 디 도  못 하 고  이 러 다  보 니 까 는 . 그 러 니 까 . 지 금  또  어 느  한  사 람 이  그 러 더 라 . “동 사 무 소 가 서  쌔 리  확  엎 어  뿌 라 마 . 
책 상 을  엎 어  뿌 라  그 러 더 라 고 . 그 거  엎 어  버 리 면 은  안  나 올  것 도  나 온 다 ” 이 래 하 더 라 고 . 아 이 구  씨 . 나 는  그 래 하 다 가
는  바 로  감 옥 소 에  들 어 가  버 리 면 , 저 거  쪼 그 만  저 거  어 짤 고 . 저 거  없 는  거  같 으 면  가 서  디 비 지 만 은 . 내  혼 자  같 으 면
은  지 금 도  가 서  디 빌  마 음 이  있 어 . 그 런 데  저 것 들  있 기  때 문 에  못  디 비 는  거 라 . (참 여 자  K )

무 시 당 하 는  느 낌 ? 뭐  이 런  거 . 되 게  심 하 거 든 . 그 럼  나  이 제  열  받 는  거 야 . 어 ?  내 가  지 네 들 한 테  해 롭 게  한  게  있
어 , 뭘  한  게  있 어 ? 사 람 이 , 사 람 이  아 무 리  하 찮 아 도  뭘  물 어 보 면  대 꾸 는  해 줘 야 지  되 는  거 야 . 그 치 ? 응 . 내 가  수 급
자 로  여 기  와 서  미 싱 하 고  한 다 고  해 서  사 람 들 이  그 렇 게  나 를  무 시 하 는  게  너 무  싫 어 . 건 강  때 문 에  어 디  가 서  막  일
을  할  수  없 으 니 깐  내 가  지 금  여 기  기 , 기 초 적 인  내  생 활 비 라 도  벌 어  볼 려 고  여 기 서  일 하 는  건 데 . 지 네 들 이  나 를  뭐 , 
왜  나 한 테  그 러 느 냐 고 . (참 여 자  C )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들을 종종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만 정부서비스보다(ex: 방과후교실), 사적인 

재화를 털어 좀 더 퀄리티 높은 민간서비스(ex: 사설과외나 학원)로 접근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급탈출을 꿈꾸기도 하지만,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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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원의 문제 다. 

문 제 는  산 울 림 청 소 년 수 련 관 이 라 고  애 들 …  생 보 자 나 … 수 급 자 …  생 황 이  어 려 운  애 들  공 부 도  시 키 고  문 화 체 험 도  하 고  
그 러 는  데 를  보 냈 는 데  그 런  애 들 이  오 다  보 니 까  우 리  애 들 처 럼  밝 은  애 들  보 다 는 …  좀  처 지 거 나  비 뚤 게  생 각 하 는  애
들 이  있 어 서  그 런 지 … 그 런 (흡 연 ) 행 동 들 을  하 더 라 구 ... 최 근 에 ... 엊 그 제  담 임 한 테  전 화 와 서  O O (막 내 아 들 )이 가  담 배 를  
피 다  걸 렸 다 고 ....(참 여 자  B ) 

여 기  동 네 에  매 -일  (속 삭 이 며 ) 건 달 들 … 응 ? 그 런  애 들 이  살 아 .. 4층  같 은  데 . 그 렇 기  때 문 에  너 무  안  좋 아 요 . 그 지
금  올 해  7년 째  살 고 는  있 는 데 , 어 디  이 사  갈 려 면  돈 도  들 고  하 니 까  그 래  가 지 고  살 고  있 는 거 야 . 이 사 를  갔 으 면  좋 겠
고 ... 막 , 막  이 래 갖 고  다 니 는  (팔 에  문 신 이  있 다 는  제 스 처 ) 아 휴 , 무 서 워 요 . 이 사 를  갔 으 면  좋 겄 는 데  갈  형 편 도  못 되
는 거 라 ... (참 여 자  D )

하 이 고  자 존 심 도  얼 매 나  그  상 하 나 . 지 금 은  내 가  동 에 서  쌀 을  안  사 먹 지 만 은  옛 날 에 는  동 에 서  쌀 을  2만 원 에  
19000원 에  한  포  사  가  왔 거 든 . 우 리 가 . 한  달 에  한  번 씩 . 그  쌀  안  좋 대 . 그  거 이 . 진 짜  쌀  안  좋 다 . 그 래 도  일 단  싸
니 까 . 2만 원 이 면  싸 니 까  내 가  사 다  먹 고  했 었 어 . 왠 만 하 면  정 부 에 서  즈 그 하 는  거  안  받 는  게  좋 다 . (참 여 자  H )

그림 2 근로 빈곤 한부모가구의 수급잔존 패러다임의 일반적 구조

(5) 작용/상호작용 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다루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

적인 행위로 알려져 있다(strauss and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수

렴적(convergent) 대응’그리고‘확산적(divergent) 대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Guilford(1950)*가 제안한 사고 유형으로부터 착안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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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적 대응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으로 생각이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이같은 대응은 하나의 정

답이 있는 문제를 선호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반대로 확산적 대응은 문제에 대해 가능한 여러 답

을 다양하게 산출하고, 창의적인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본 분석에서는 수급을 유지하고, 수급상

태에 잔류하는 행위를 저소득·차상위 한부모에게 디폴트* 상황인 것으로 가정한다. 즉, 현 한

부모 정책 상황 하에서 참여자들에게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추구하는 최선의 ‘적절한 답’으로

서 수급잔존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추구하는 행태를‘수렴적 대응’이란 개념으로, 반

대로 적절한 답이 아닌 다른 대안인 자립자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태를‘확산적 대응’이

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 다. 

가. 수렴 (convergent) 응

  수렴적 대응을 하는 한부모 가구주들은 수급잔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웅크리기’와 ‘관리하기’의 주제를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낮은 인적자본이나 건강상태 그리고 일·가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활 및 

공공근로를 최소한의 생존수단으로 삼으며 근근이 하루하루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상태의 한무

모들에게 꿈이나 미래계획은 삶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매우 수동적인 상태로 그저 ‘웅

크리고’있는 상태를 유지할 뿐이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축된 상태를 넘어서서, 심리적 

우울, 신체적 불건강, 사회적 관계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삶의 에너지가‘스톱’되어 있는 

것만 같은 하루하루를 살며, 천근만근 무게를 가진 삶을 책임감 혹은 죄책감으로 억지로 살아낸

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눈  뜨 면  살 아 있 지 요 ... 준 비 해 서  출 근 해 요 . 재 봉 틀  하 는  데  출 근 해 요 . 8시  반 까 지  출 근 해 서  2시  반 에  퇴 근 해 요 . 그
리 고  집 에  와 서  좀  뭐  청 소 하 고  빨 래 하 고  좀  치 우 고  좀  쉬 다 가  5시  40분 에  아 르 바 이 트  하 러  가 요 . 설 거 지  하 러  가
요 . 보 통  10시 에  퇴 근 인 데 . 손 님 이  많 을  때 는  한  10시  반 , 이 렇 게  올  때 도  있 고 , 와 서  인 제  좀  힘 이  드 니 까  바 로  씻
지  못 하 고  누 워 서  텔 레 비 를  봐 요 . 조 금  쉬 면  그  다 음 에  샤 워 하 고  자 고 . 매 일 매 일  반 복 되 는  생 활 이 예 요 . 똑 같 애 요 . (참
여 자  C )

한편, ‘관리하기’를 작용 상호작용 전략으로 차용하는 경우, 한부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일

자리나 교육훈련이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할 만큼 경쟁력 있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활 등의 일자리를 그저 수급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자 수단으로서만 보는 경향이 있

다. 참여자들은 사회의 차별과 편견가득한 시선까지도 감내하면서, 주어진 서비스들을 최대한 이

용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탈락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투자하면서 천천히 누리고 기다리며 삶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 이 애 역(2003). 사고 유형. 시그마프레스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미리 정해진 값이나 조건을 자동으로 적용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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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짬이‘불법’근로(아르바이트)를 해서 추가소득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아실현이나 성장

과는 별개의 활동이며, 수급탈출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일상생활비의 부족분을 채우는 대안으로

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저 는  아 름 다 운  가 게 에 서  샀 어 요 . 거 기 는  2, 3천 원 이 면  사 니 깐 . 이 렇 게  가 격 이  나 가 는  것 들 이  사 람 들 이  사 주 시 고 . 제 가  가 격 이  되 는
걸  사 지 는  않 아 요 . 지 금 은  사 고  싶 지 도  않 고 , 눈 에  혹 하 지 도  않 아 도 . 개 인 적 으 로  저 한 테  쓰 는 게  없 어 요 . 그 러 다 보 니 깐  그 것 만  빠 지 니 깐  돈  
백 만 원 이  쓸  필 요 가  없 잖 아 요 . 저 한 테  안 쓰 니 깐  일 이 백 만 원 이  이 익 이  되 는 거 죠 . 그  돈 을  벌 기 위 해  막  끌 어  모 으 지  않 아 도  되 는 거 죠 . (참 여
자  G)

  크 게  모 으 지  못 해 도  우 리 애 가  “엄 마  얼 마 나  있 어 ?” 그 러 길 래  “엄 마 는  그  달 , 그  달  밖 에  못 살 아 .” 그 랬 더 니  ”그 럼  엄 마  아 파 서  못  
벌 면  그  달  못  사 는  거 네 ?” 그 러 더 라 구 . 우 리  큰 애 가 . 그 래 서  “어 . 그 러 니 까  니 가  빨 리  커 가 지 고  좀  도 와 줘 .” 내 가  그 렇 게 는  얘 기 해 요  (참
여 자  B)

나. 확산 (divergent) 응

참여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맞서기’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라는 범주 속에서 확산적

인 대응을 통해 자립·자활을 시도하기도 한다. 적극적으로 취업교육이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은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자 일반노동시장의 일을 구하는 시도를 하는 등, 수급잔존이

라는 합리적 선택에 수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탈수급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 중에서는 두 남성 한부모 J와 K가 직장을 갖게 되면서 각각 탈수급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장으로 자동탈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충분

한 소득을 올리는 근로활동을 함으로서 탈수급된 경우는 없었다.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빈곤 

한부모 여성의 경우 부양자 역할과 양육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때 부양자 역할보다 양육

자 역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Edin & Lein, 1997; 성미애, 진미

정, 200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똑같은 100만원의 수입이 있을 때, 남성한부모는 자활근로 

등에 남아있기보다는 일반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반면, 여성한부모들은 같은 수입을 놓

고도 차라리 아이를 위해 남겠다는 말을 하며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경향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 리 는  나 가 는 거  같 으 면 , 하 루  일 당 이  10-12만 원  정 도  되 는 거  같 아 . 일 한  거 만 큼 은  받 거 든 . 회 사  같 은 데 면  일 요 일 , 
월 차  주 는 거 도  다  받 겠 지 만 ... 이 거 는  일 한  거 만 큼 만  받 는 거 야 . 반 대 가 리 는  반 대 가 리 라 도 .. 이 래  하 다  보 니 까 . 그 러 니
까  이 제  10일 하 게  되 면 은  그 ...뭐 ... 그 래 도  돈 이  뭐  하 루 ....뭐 ..... 돈 이  .. 그  정 도  되 니 까  그 래 도  뭐  돈  100만  원 씩 은  
나 온 다  아 닙 니 까 ? (참 여 자  K )

상 황 이  그 래 요 . 그 러 니 까 는  엄 마 들 이  그 거 에  대 한  두 려 움 이  더  많 은  거 죠 . 그 렇 다 고  해 서  이  나 이 에  어 디  가 서  200만  원  
이 상  주 는  월 급 이  없 잖 아 요 . 없 으 니 까  그 게  참  되 게  그 렇 죠 . 그 러 니 까 는  복 지 사 도  처 음 에  취 업 해 서  제 가  2009년 도  당 시 에 는  
80만 원 이 라 고  들 었 거 든 요  초 봉 이 . 그 럼  지 금  많 이  올 랐 다  해 도  백 이 십  이 정 도  됐 을  거  아 니 에 요 ? 거 기 서  의 료 비 랑  국 민 연
금 , 세 금  이 것 저 것  다  떼 고  나 면  백 정 도  나 오 겠 죠 . 그 러 면 은  나 머 지  것 들 이  전 혀  혜 택 이  없 는  상 태 에 서  아 이 는  그 냥  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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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이  되 는  상 태 인  거 죠 . 아 이 는  그 냥  밖 에  나 가 야  해 요 . 학 원  하 나 도  제 대 로  못  다 녀 요 . 왜 냐 면  지 금  생 활 보 다 도  더  못 한  생
활 을  하 게  되 니 까 . (참 여 자  G )

한편, 오혜경(2003)은 한부모 가족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체제 내에서 스트레스를 경

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에게 위기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도움과 원조로서 많은 연구에서 가족의 긴장과 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강

조되어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참여자들은 가까운 이성친구나, 원가족, 친구나 이웃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종교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나 대처수

준,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돌봄과 관련해 도

움을 받거나, 형제자매로부터 경제적 지원, 이성친구로부터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조언을 

얻는 등‘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활동을 통해 한부모 가구주는 보다 자신의 상황과 삶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가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지지체계가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

우, 우울이나 무기력에 빠져, 삶에 대한 당당함을 잃기 쉬우며, 제도권 내에 더욱 수급잔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제  애 들 이  저 는  이 제  제 가  이 제  삶 이  바 쁘 고  힘 들 고  또  마 음 에  여 유 도  없 고  뭐  우 리 집  처 지 에  뭐  어 디  나 가 서  
뭐  문 화 생 활 을  하 고  그 러 는  것 들 을  생 각 할  여 유 가  없 었 는 데 ... 그 런 데  (요 즘  새 로  만 나 고  있 는 ) 여 자 친 구 가  그 런  얘 기
를  하 더 라 고 요 . 그 럴 수 록  자 꾸  접 촉 을  하 고 , 사 람  대 하 는  것 도  가 르 쳐 주 고  그 래 야 한 다 고 ....(중 략 ) 군 대 갔 던  큰  아 들 이  
군 대  휴 가  나 왔 으 니 까  옷 이  없 잖 아 요 . 입 을  것 이 . 근 데  이  놈 이  좀  옷 을  좀  잘 못  입 고  갔 어 . 완 전  두 꺼 운  거  입 고  나
온  거 예 요 . 날 씨 도  더 운 데 . 그 러 니 까  이 제  여 자 친 구 가  답 답 하 니 까  그  롯 데 백 화 점  가 서  옷 을  이 렇 게  사 주 고  몇  벌  사
주 고  이 렇 게  하 니 까  그 리 고  또  엄 마 처 럼  챙 겨 주 고  하 니 까  애 가  내 려 오 면 서  그 러 더 라 고 . ‘아 줌 마  좋 은  것  같 아 요 ’ 그
렇 게 . (참 여 자  J)

그 때  알 던  언 니 가  요 기  xx아 파 트  살 았 었 는 데 , 내 가  쌀 을  얻 으 러  갔 어 . 근 데  언 니 가  없 더 라 구 . 그 래 서  그 냥  갈 라 고  
했 더 니  그  형 부 가  ‘처 제 , 왜 ?’ 그 래 서  아 니  언 니  좀  만 나 러  왔 다  그 랬 더 니  눈 치 를  채 고 서  비 닐 봉 지 에 다  쌀 을  잔 뜩  넣
어  갖 고  들 고  가 기  무 겁 다 고  우 리  집 까 지  들 어 다  줬 어 요 . 친 언 니 도  안 주 는  쌀 을 . 김 장  하 면  김 치  갖 다  주 고 . 그  언 니
랑  같 이  알 던  언 니  있 는 데 , 지 금  그  언 니 도  다  20년 이 야 . 그  언 니 도  장  보 러  가 면  닭  사 면  닭  한  마 리  사 서  00이  삶
아 주 라 고  가 져 다  주 고 , 삼 겹 살  사 면  사 다  주 고 , 그 러 니 까  남 이  낫 더 라 고 , 나 한 테 는 . (참 여 자  C )

(6)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사후현상으로서, 본 연구에서

는‘수급으로부터 벗어남‘, ’수급잔존‘ 그리고 ’희망품기’로 정리되었다. 대다수의 참여자

들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수렴적 행동을 통해 수급잔존하고, 확산적 대응을 통해 수급에서 벗

어났다. 그렇지만 수렴적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이나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면서 

수급에서 자동 탈락되거나(강제 자립), 반대로 확산적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겪으며 

수급잔존(다시 빈곤)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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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잔존

수급잔존해 있는 한부모가구주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다보면, 웅크리고 적절히 삶을 관리하는 방

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스스로 자립할 의욕이나 방법 자체를 잃어버린 채 아주 무기력해진

‘지쳐버린 한부모’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의욕을 가지고 확산적 대응방식을 통해 

작용/상호작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와의 대결에서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

혀 좌절하게 되면 역시‘지쳐버린 한부모’로 회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여기서 특징

적인건, 지쳐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비단 경제적 무기력상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

강의 탈진, 가정생활 내 관계 전체적으로 정서적 좌절 및 우울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었다.‘지쳐버린 한부모’라는 이슈가 젊은 한부모들에게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

만, 주로 중년을 지난 시기 즉, 삶의 모든 것이었던 자녀들이 자신이 가꾼 둥지를 떠나 취업, 독

립 혹은 결혼을 하면서 빈 둥지(empty nest)에 홀로 남게 되는 시기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

로 발견됐다.  

  서 글 픈  생 각 이  들 지 . 남 들 처 럼  멋 지 게  한 번  못 살 아 보 고 …  그 런  생 각  많 이  들 어 ... 이 래  평 생 을  이 래  고 생 을  해 야 되 나  
요 런  생 각 ... 남 들 은  재 혼 도  잘  하 드 마 는 . 마  시 집 도  몇  번  가 고  하 드 마 는 . 많 이 가 . 몇  번  갔 다 오 고  또  가 고  그 러 드 마 는 . 
우 리 는  그 래  바 본 가  (참 여 자  H )

  우 리  아 들  혼 자  놓 고  다 니 다 가 ... 다  커 서  지 금  (허 리 디 스 크 로  장 애 를  얻 음 ) 골 병  들 어  갖 고  인 제 는 ... 아 주 ... 지 쳐  
갖 고  살 기  싫 어 .... 내 가  없 어 지 면  우 리  아 들 이  정 말  혼 자 가  되 어  버 리 니 까 ... 우 리  아 들  때 문 에  어 쩔  수  없 이  연 명 하 지 , 안  
그 랬 음  나  벌 써  없 어 져 버 렸 어 .... (참 여 자  D )

한편, 유아나 학령기 아동을 기르고 있는 비교적 젊은 한부모들의 경우‘적응하는 한부모’

의 모습을 보이며 수급 잔존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들은‘지쳐버린’한부모들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현금 및 현물급여에 의존하며 아이를 위

해 저임금 근로에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몇몇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자신이 낸 세금이고 

앞으로 자녀들이 낼 세금을 미리 당겨받은 것이라고 권리적 차원에서 수급잔존을 인식하기도 했

다. 

없 는  사 람 이  받 아 야 할  것 을  내 가  악 용 하 는  것 은  아 닌 가  생 각 하 기 도  하 지 만 , 나  나 름 대 로 도  굉 장 히  간 절 하 잖 아 요 ?  
매 달  당 뇨 , 고 지 혈 증  약 을  계 속  먹 어 야 하 고 , 막 내 는  A D H D 라 서  신 경 정 신 과  매 주  가 서  치 료 받 고  약  먹 고  하 려 면 ... 그  
의 료 비 가  장 난 아 니 고 요 . 그  혜 택 도  저 는  무 시  못 하 거 든 요 . 우 리 아 이  친 구 가  작 년 에  왔 을  때  우 리  집 이  아 파 트 도  새  
것 이 고  보 니 까  ‘뭐 야 , 얘  수 급 자 라 면 서  왜  이 렇 게  잘 살 아 ?’ 이 렇 게  된  거 예 요 . 걔 네 도  이 혼 가 정 에  자 기 는  수 술 하 고  오
빠 는  선 천 성  장 애  있 고  할 머 니  밑 에 서  크 고 있 는  중 이 라  그 렇 게  넉 넉 하 지  않 은 데 , 근 데  자 기 는  수 급 자  혜 택 을  안  받
고  있 거 든 . 그  친 구 가  엄 마 에 게  그 랬 대 요 . 우 리 도  모 자 가 정  등 록 하 고  나 라 에 서  수 급 혜 택  받 자 ... 할 머 니 가  큰  재 산 은  
아 닌 데  집 을  가 지 고  있 어 서  수 급 은  안 되 지 만 , 모 자 가 정  의 료 혜 택 은  다 행 히  되 어 서  의 료 보 험 료 를  감 면 받 는 다 고  하 더 라
구 요 . 걔 가  저 희  아 이 에 게  ‘너  때 문 에  알 아 서  (수 급 신 청 )하 게  되 어 서  고 맙 다 .’고  하 더 래 요 . ‘알 고  이 용 해  먹 는  사 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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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똑 똑 한  사 람 들 이 야 . 너 의  엄 마 는  똑 똑 한 거 야 .’ 했 다  하 더 라 구 요 . (참 여 자  B )

나. 수 으로부터 벗어남

연구참여자 중에는 여성가구주 I, C, 남성가구주 J, K처럼 탈수급을 경험한 가정도 존재했다. I, 

C와 K의 경우는 자녀가 성장하여 근로활동을 시작함으로 인해 탈수급된 경우이고, J는 한부모 

본인의 근로소득이 130% 이상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수급으로부터 벗어난 경우 다. H를 비롯

해 몇몇 가구들은 아이의 연령과 상황으로 인해 1-3년 내에 자동으로 수급탈락되는 상황이 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녀를 둘 다 결혼으로 독립시키고 양육부담을 완벽하게 해방된 C의 경우, 탈수급이라는 인생

의 이벤트는 그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다양한 모양의‘부담’으로부터 탈피하는 것과 같은 것

이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신을 옭죄던 과거를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겨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된 사

실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근 데  지 금 은  왜  재 밌 냐 하 면 ... 그 동 안  아 무 것 도  없 는  상 태 에 서  애 들  키 우 느 라 고  내 가  하 고  싶 은  건  아 무 것 도  못 하
고  살 았 잖 아 . 근 데  지 금  애 들  다  컸 잖 아 요 . 그 러 니 까  지 금  나 만  살 으 면  돼 . 그 래 서  내 가  지 금  좋 아 하 는  일 을  하 니 까  
너 무  행 복 한  거  같 애 . 걔 한 테  들 어 갔 던  돈 을  내 가  쓰 니 까  그 래 서  염 색 공 부 도  할  수  있 는 거 지 . 내 가  그 , 수 강 료  그  14
만 원 인 가  얼 마 를  쓰 , 할 까  말 까  할 까  말 까  망 설 였 더 니  우 리  딸 이  하 는  말 이  ‘엄 마 , 여 태 까 지  엄 마 가  원 하 는  건  한  번
도  안  해 보 고  우 리  애 들  땜 에  다  살 았 는 데  돈  생 각 하 면  엄 마 , 못  해 . 그 냥  해 ’ 이 래  갖 고  내 가  시 작 을  했 거 든 . 망 설 이
다 가 . 근 데  정 말  잘  한  거  같 애 . 정 신 건 강 에 도  너 무  좋 아 .(웃 음 ). 지 금 은  아 무 도  없 잖 아 . 근 데  좋 다 는  건  내 가  하 기  싫
으 면  안  해 도  된 다 는  거 지 . 밥  먹 기  싫 으 면  안  먹 고  안 하 고 . (참 여 자  C )

한편, ‘수급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범주에는 ‘탈수급과 탈빈곤이 같지 않음’이란 주제가 나타

나기도 했다. 그들은 분명 제도적으로 수급을 탈피하 지만, 여전히 다차원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비, 학비, 기타 현물지원 서비스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다

른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단지 제도적으로 탈수급하는 것이 진정으로 빈곤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와 이 프 는  사 별 했 고  저 는  이 제  수 감 되 어  있 었 으 니 까  정 부 에 서  집 을  얻 어 준  거 예 요 . 전 셋 집 을  얻 어 줘  가 지 고  애 들 은  
이 제  거 기 서  거 주 하 면 서  매 달  지 원 금 이  나 와 서  생 활 을  했 던  거 예 요 . 애 들 은  이 제  또  그  당 시 에  중 학 생  국 민 학 생 이 었
으 니 까  학 비 도  다  면 제 였 고 . 그 러 다 2007년 도 에  제 가  (교 도 소 에 서 ) 나 오 니 까 , 나 오 면 서  이 제  그 게  다  해 지 가  되 는  거
예 요 . 집 도  이 제  다 시  얻 어 야  하 고 . 지 원 금 도  이 제  끊 기 는  거 지 . 그 러 니 까  뭐 ... 가 족  형 제 들  부 랴  부 랴  해 서  전 세  이
제  새 로  얻 어 주 고  했 지 만 ....이 제  나 와 서  바 로  또  일 할  수  있 는  여 건 이  아 니 니 까 , 도 움 으 로  생 활 을  하 다 가  좀  마 음 에  
안 정 을  찾 고 서 부 터  아 까  그  관 급 자 재  일 을  좀  했 던  거 죠 . 어 차 피  수 입 이  일 정 치 가  않 으 니 까 는  불 안 . 계 속  몇  달 은  또  
계 속 ....(중 략 ).... 전  회 사 에 서  급 여  신 고 할  때  소 득 을  그  제 가  (일 반 수 급 은  아 니 어 도 ) 한 부 모  가 정 에  해 당 이  됐 었 거 든
요 . 애 엄 마 가  없 으 니 까  일 정  급 여  얼 마  이 하 하 고 , 그 거 만  해 당 되 면  전  나 머 지 는  다  됐 었 어 요 . 근 데  지 금  회 사 는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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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가  조 금  올 랐 을  뿐 인 데  해 당 이  안  돼 요 . 그 러 서  지 금 은  작 년  칠  월  부 터 는  해 지 가  돼  버 린  거 죠 ... 그 런 데  힘 들
어 요 . 의 료 라 도  되 면  둘 째 (정 신 질 환 ) 전 문 적 으 로  상 담 이 라 도  받 고  할 건 데 ... 너 무  비 싸 고 ... (참 여 자  J )

한편, 아이가 성장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참

여자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 성장한 자녀들 앞에 놓여있는 불투명한 미래(실업상태, 장애

를 갖게됨)에 좌절하거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 및 가족질병과 병수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여

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만 일  저 거 (둘 째 ) 결 혼 하 게  될  거  같 으 면  돈 도  또  많 이  들 어 간 다  아 닙 니 까 . 또  뭐 ... 뭐  뭐  뭐  뭐 시 라 카 노 . 옷  같 은 거  패 물  
같 은 거 하 게  되 면 , 식 장 비 만  해 도  그 렇 고 . 이 렇 게  돈 이  많 이  들 어 가 는 데 . 갑 작 스 레  결 혼 한 다  이 래 되 는 거  같 으 면 은  그  돈 은  어
디  누 가  여 기  있 다  하 면 서  줄  사 람  누 가  있 습 니 까 ? 아 무 도  없 는 데 . 그  돈 은  그 런 데  미 리  보 충 을  해 놔 야  되 는 데 . 돈 이  없 으
니 까 는  뭐 ... 만 약  그 럴  일 이  터 질  거  같 으 면  답 답 하 고 . 만 약  사 고 나  그 거  되  버 리 면 , 나 도  뭐  막 막 한  거 라 . 미 리  대 비 가  되
야  되 는 데  그 게  안 되 니 까 . 인 제 . 뭐 . (참 여 자  K )

빨리 부양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기대심리가 섞이면서, 자녀에게 크

고 작은 경제·정서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서 상호작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존재했다. 

고 등 학 교  졸 업 할  때  까 지 는  큰  문 제 없 이  잘 해 서  그 냥  믿 고  여 태 까 지  내 버 려  뒀 는 데 . 대 학  떨 어 지 고  지 금 ... 그 거  
때 문 에  갈 등 이  생 긴  거 야 . 집 이  잘  살 고  그 러 면 .. 또  뭐  재 수 를  해 서  보 내 는 데  그 렇 게 . 계 속  재 수  할  수 도  없 는  거 고 . 
집 이  형 편 이  이 러 는 데  당 장  벌 어 야  되 는 데 . 그 래 서  제 가  자 꾸  압 박 을  주 니 까  지 도  부 담 이  되 는  가 봐 . 제 가  젊 으 면  괜
찮 은 데  나 이 를  자 꾸  또  먹 잖 아 요 ... 그 러 니 까  이 런  거  저 런  거  복 합 적 으 로  인 제  이 렇 게  자 꾸  좀  압 박 을  줬 더 니  그 게  
또  싫 었 던  가 봐  애 가 . (참 여 자  I)

다. 희망품기

한부모가구는 수급잔존 상태에 있다거나, 수급탈피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해서 삶

의 질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참여자들은 ‘한부모’라는 새로운 지

위를 부여받은 뒤 살아내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등을 통해 나름대로 치열한 시간들을 겪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들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의외로 삶에 있어 정

성적인 요소들 즉, 자녀의 성장,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치 발견, 지지와 인정, 문화와 교육과 같은 

질적인 부분들로부터 느끼는 행복감에 큰 향을 받고 있었고, 스스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행복과 관련한 심층인터뷰 질문을 통해 한부모 가구주들은‘아직도 너를 위한 시

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해 또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한부모 관련 공공부조제도의 설계 의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자연스럽

게 빈곤의 덫에서 이 가정이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성장한 자녀들이 

장애나 질병, 장기실업의 위험에 빠지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소득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본인의 인생(결혼, 자녀양육, 집장만 등)을 준비해야하는 이유로 부모를 부양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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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했다. 결국 여기서 참여자들의 ‘희생’은 네버엔딩 스토리

로 전환된다. 노후가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해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그들은 여러 

갈등과 좌절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근로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많지 않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친다.

나 는  지 금 은  이 제  내  목 표 는  아 이 한 테  짐 이  안  되 는  거 지 . 마 음 적 으 로 든 , 경 제 적 으 로 든 . 여 태 까 지  난  지 금  완 전 히  
바 닥 이 잖 아 . 아 무 것 도  없 잖 아 . 그 래 서  내 가  뭔 가 를  해 서  내 가  혼 자  살  수 가  있 을  만 큼 의  뭐 , 소 득 이  돼 야 지  걱 정 을  
안  할  거  아 니 야 , 그 렇 죠 ? 아 프 지  않 고 ... (참 여 자  H )

사 위 한 테 도  축 하 한 다 고  문 자  했 더 니  전 화 해 서  ‘어 머 님  저  잘  모 르 니 까  많 이  가 르 쳐 주 세 요 . 어 머 님  믿 고  낳 을  거 예
요 ’. (웃 음 ) 근 데  내 가  아 무 리  하 고  싶 다 고  애 가  직 장 을  다 닌 다 고  애 를  봐 달 라  그 러 면  내 가  어 떻 게  공 부 를  해 ? 애 들
은  커  나 가 야  되 는  거 잖 아 . 나 는  내 가  하 고  싶 은  걸  안  해 도  되 는  거 지  그 렇 지 ? 근 데  아 이 들 은  결 혼 한  아 이 들 은  점
점  커 나 가 야  되 니 까 . (참 여 자  C )

한편, 참여자들은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보 다.

여 자 로 써  산  인 생 은  없 었 어 요 . 나 도  여 잔 데 , 저 를  너 무  포 기 했 다 는  생 각 이  들 어 서  다 들  그 러 더 라 고 요 . 40대 에  여
자 는  꽃 이 라 고 , 50대  지 나 면  쭈 글 쭈 글 해 진 다 고 . 제 일 로  누 릴  수  있 는  행 복 이 라 고  하 더 라 고 요 . 그 래 서  어 차 피  이 렇 게  
된  거  좋 은  사 람 도  있 으 면  연 애 도  하 고  사 랑 도  하 고 . 어 차 피  한 번  죽 으 면  뭐  있 냐 ...(중 략 ) 엄 마 로 써 만  15년 , 16년 을  
살 았 는 데  요 즘 에  와 서 는  40대 가  넘 어 가 니 까  저 를  좀  찾 고  싶 다 는  생 각 이  들 었 어 요 . 한  번  죽 으 면 , 아 이 들 도  사 춘 기 가  
오 듯 이  저 도  또  다 른  인 생 이  있 는  게  아 닌 데  한  번  저 를  찾 고  싶 다 는  생 각 이  들 어 가 지 고 ... (참 여 자  F ) 

4. 근로 빈곤 한부모에게서 나타난 수 잔존 과정 분석

이제까지 본문에서는 수급잔존이라는 중심현상이 일련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

건에 의해 작용/상호작용하여 이르게 된 결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며, 특히 자녀의 연령발달 및 가족의 생애

주기에 큰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 심층인

터뷰 사례는 2-3년에 걸쳐 4차례 이상 수집된 자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종단적 자

료로서의 성격을 최대한 이용해 과정분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서 각 가구주 성별, 자녀 생애주기별로 가장 필

요한 서비스와 각 시기별 수급잔존위험률을 도식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여성한부

모와 남성한부모의 유의성과 차이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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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성 한부모가정과 남성한부모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른 수급잔존 과정분석

본 논문의 분석결과 탈수급 혹은 수급유지라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크게 4가지 중요한 기저요

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결혼 전 직업경력 등

의 직업능력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를 돌봐주는 원가족의 도움과 같은 지지적 자원이 없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제도역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탈수급보다는 수급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은 자녀의 연령발달에 따른 여러가지 사회서비스를 경험하면

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차원을 보 다. 자녀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는 유아기와 초등유년기 자

녀를 둔 A의 시기, 중고학령기와 대학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B의 시기,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

가 취업과 결혼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탈수급할것으로 기대되는 C의 시기로 나뉜다. 그리고 아

래의 그래프는 각 시기에 따라 여성(빨간색, 위)한부모와 남성(파란색, 아래)한부모의 수급잔존위

험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개념적으로 나타냄으로서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다 구체

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1) A의 시기( 유아기- 등유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본 연구 참여 한부모들은 첫 번째 자녀가 유아-초등유년기인(만 0-12세) A의 시기에 ‘한부

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남성의 경우,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

- 552 -



오혜인 /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①번 지점에서 수급잔존위험이 그리 높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는 한

부모가 되기 이전에 아이를 양육하느라 경력단절상태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 및 사별의 

시점에서 수급잔존위험률이 있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한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다. 

①에서 ②지점으로 넘어가는 동안, 한부모 가구주는 정부 제도권 내에 속해 수급자가 되거나, 

그 외 다양한 한부모 대상 서비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존도와 수급잔존위험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②지점에서 참여자들은 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에 대해 정부지원 현금 

급여 뿐 아니라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교육, 문화활동, 정서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제도 역설을 점차 인식하게 되며,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을 하며 안주하

는 삶을 살게 된다. 남성한부모보다 여성한부모의 기울기가 좀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습득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A의 시기는 배우자와의 이별 후 참여자 본인에게나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이다.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근로와 자녀양육이라는 저글링(juggling)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때 “돌봄”은 두 성(gender) 모두에게 매우 힘든 도전이 되며, 물리적으로 옛 가정으로부

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주거”에 대한 욕구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A의 시기에 

여성한부모의 경우 돌봄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강도 높은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

게 된다면, 수급잔존의 늪에서 좀 더 빨리,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남성한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사·식사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삶

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새롭게 변화된 삶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 B의 시기( 고학령기- 학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중고학령기-대학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한부모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관련 지원서비스(수

업료, 급식료, 장학금,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학 특별전형, 학습지원 등)를 비롯하여 직간접 현금·

현물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진입하는 ③지

점에서 들어가는 순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초등유년기에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문화, 

돌봄 관련)들이 상당부분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의 수급잔존위

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녀 수업료에 대한 부담 및 대학관련 학비 지원과 큰 연관성

을 지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제로 대학에 입학해 자녀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④부터 ⑤지점까

지는 수급잔존위험률이 매우 높다가, 대학교육이 끝나고 졸업을 할 때 즈음인 ⑤에서 ⑥시기에

는, 수급잔존위험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저 학 년  땐  몰 랐 는 데 , 애 들  크 고  그 러 면 , 고 등 학 교  학 비  같 은  경 우 도  분 기 별 로  나 오 잖 아 요  40얼 마  정 도 ...그 런 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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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심  저 녁  밥 값  있 죠 , 야 간 자 율 학 습  비 용  있 죠 ... 그 러 다  보 면  그  애 한 테  들 어 가 는  그  비 용 도  장 난  아 닌 데  거 기 에  
교 통 비 까 지  부 담 하 려 면  못  견 뎌 요 . 어 느  날  갑 자 기  ‘엄 마 , 체 육 복 ’이 러 니 까  와 당 당 탕 … 나 가 는 거 야 . 10만 원 씩 …  그 래 놓
고 서  ‘캠 프 !’ 또  이 러 니 까  응 ? 이 렇 게  되 는 거 죠 . 단 복 인  지  반 복 인 지 … 그 것 도  17000원 …  그 거  한 번  입 자 고  그  돈 을  내
냐 고  주 절 주 절  거 리 지 만 … 어 떻 게  해 요 ? 걔 만  안  입 을  순  없 는  거  아 니 예 요 ? (참 여 자  B )

참여자들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해본 결과, B시기 한부모의 경우 높은 교육지원 욕구 외에도 성

별에 따라 또 다른 욕구들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B 시기 여성한부모의 경우, 

의료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학력의 여성한부모들은 제도권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수급

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근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후에 밤 늦

게까지 불법 근로활동을 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거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몸을 주로 쓰는 비정규 업무(빌딩청소, 간병, 식당 

설거지 등)에 참여함으로서, 많은 여성한부모들이 신체적으로 과로를 경험하고 있었고, 정신적으

로도 계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여성이 폐경 

등의 신체적 호르몬 변화를 극렬하게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

지 요인들로 인해 여성한부모들의 지쳐있는 몸에 안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종 질병이

환을 겪게 되었다. 이에 여성한부모들은 건강검진, 운동 등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아 이 들  스 포 츠 바 우 처  있 는  것 처 럼  어 른 들 도  있 었 음  좋 겠 다  생 각 해 요 . 왜 냐 하 면  식 사 두  숀 리 가  하 는  것 처 럼  식 사 조

절 을  하 면  돈 이  많 아 야 겠 더 라 구 요 (웃 음 ). 어 느  부 분 을  어 떻 게  해 야  되 는 거 야 . 모 르 니 깐  잘  못 하 게  되 고 …  요 즘  스 트 레 칭  
하 긴  하 는 데 …  예 전 에  3 , 4시 간 씩  운 동 도  했 었 는 데 ... 요 즘 엔  10분  20분 만  걸 어 도  땡 기 는  저 를  보 면 서  자 괴 감 이  들  정 도
로 …  하 아 …  이 거  해 서  되 나 . 최 근 에  마 음 을  붙 잡 고  시 작 하 고  있 는 데  예 전  체 력 이  안 나 오 니 깐  스 트 레 스  받 는  거 에 요 . 으 아
악 . 지 금 은  안 되 니 깐  미 쳐  돌 아 가 시 기  직 전 인  거 예 요 .(참 여 자  G )

남성한부모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여성한부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한부모는 

주로 이성의 자녀와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고, 동성의 자녀와는 비교적 친구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남성한부모의 경우 아들, 딸 막론하고 대

화의 단절 혹은 부족으로 인해 사춘기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맺기를 하는데 더 어려움

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의사소통과 관련한 상담서비스에 대한 비교적 높은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3) C의 시기(취업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취업 및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가 성공적

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한부모가정은 수급잔존위험률이 급격히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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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게 된다. 정부 공공부조가 애초에 설계하고 의도했던 바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

지만 슬프게도 모든 가정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⑥의 시기에 한부모 가구주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

의 실업이었다. 전문업종(의료업)에 취업해서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는 H의 경우를 제외하면, 조

사대상의 상당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정신적인 문제(정신질환, 우울 등)나, 신체적 문제(장애

발생)를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다. 설

령,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혼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정도 수준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가

족을 부양할 정도의 충분한 여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해오던 

부양자 역할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존재했

다. 결혼이라는 이벤트 앞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큰 고민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 러 니 까  거 기 서  월 급  타 도  동 사 무 소  60만 원 을  타 도  세 금  내 고  아 들  주 고  그 러 면  아 무  것 도  없 어 . 그 래 서  딸  줄  돈
이  없 는  거 야 . 결 혼 을  하 는 데 도 . 딸  돈 을  줄  길 일  없 는  거 야 . 그 래 서  힘 들 어 도  여 길 (식 당 ) 다 니 는  거 지 .  (참 여 자  C )

한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하느라 급급한 삶을 사느라, 저축이나 노후보장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해 떠나거나, 취업한 자녀로부터 충분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부모 가구주들은 또 다시 수급잔존위험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⑥지점에서 

⑦지점으로 가는 데에는 자신이 의도했던 자녀의 미래와는 너무 다른 현실에 대한 실제적 불안

감이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딸  시 집 가 고  나 면  혼 자  살 게  되 잖 아 . 내  도 와 주 다 가  몬  살 게  되 면  우 짤 끼 고 ... 그 런  게 (노 후 보 장 ) 좀  더  잘 됐 으 면  좋 겠 다 . 혼 자  사 는  
할 머 니 들 , 테 레 비 에 서  보 니 까  좀  그 렇 더 라 고 ... 솔 직 히  우 리  딸  시 집 가 고  나 면 은  사 위 가  어 떻 게  될 지  모 르 잖 아 . 사 위 가  어 머 니  부 양 하 는  
거  좋 아 하 는  사 람 도  있 고 , 싫 어 하 는  사 람 도  있 을 거 니 까 . 요 새 는  그 런  거  많 이  안  따 지 지 만 은  그 래 도  그 렇 잖 아 . 딸 이  또  시 집  가  잘  살 고  
그 러 면 은  또  지 도  엄 마 를  좀  도 와 줘 도  부 담 이  없 고  그 런 데 ...만 약 에  몬  살 고  좀  그 렇 다  하 면 은 , 부 모 라 도  부 담 이  갈 수  있 다 고 ... (참 여 자  
H)

C 시기 한부모가구주들은 예전과 같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지만 ‘나이’가 들어버렸기에 사

회에서는 더욱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의 연령차별에 의해 구직에 있어서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는 제도권 일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 이후에도 연

금수급과 같은 노후보장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같은 연금수급권조차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률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는, 특별히 여성과 남성 한부모간의 욕구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공통적으로 주로 자신

의 노후와 관련된 것들로서 자녀들을 다 키워버린 후 발생하게 된 잉여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

가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한 축을 이루었고, 끊임없이 일하느라 제대로 가져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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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제4  결론

본 연구는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가 겪는 수급잔존 과정과 경험을 근거이론 방법을 토대로 분

석하고자 하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근로 중인 한부모가구가 수급탈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수

급잔존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특히 그들의 수급잔존은 어떠한 주요 과정과 구조를 통해 심

화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근로 중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 12명(8명의 여성가

구주, 4명의 남성가구주)을 대상으로 심층개인면접을 하여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 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급잔존의 인과적 조건은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짐과 

오직 해방되기만을 바람으로 나타났으며, 맥락적 조건은 달라진 삶에서 저글링하기와 낭떠러지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중심현상은 경계의 삶을 경험하기, 불완전한 수급제도, 가난이란 이름의 쳇바

퀴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 제도에 내재된 역설과 좌불안석이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들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수렴적 및 확산적 대응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를 통하여 수급잔

존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거나 희망품기로 형상화 되었다. 

둘째, 수급잔존에 향을 미치는 요소가 자녀의 연령별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한부모가구주

의 성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참 양육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

아기를 지내는 한부모 가구주에겐 돌봄이, 그리고 원가족으로부터 새롭게 가족을 꾸려 안정화하

는 과업을 가진만큼 주거서비스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여성 한부모는 

젊은데다 자활 의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실질적인 고강도 직업훈련을 통해 수급잔존의 늪

에 빠지기 전에 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며, 남성 한부모에게는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집안일 부담에 대하여 이를 컨설팅해주거나 실질적으로 가사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자녀가 한참 중・고・대학교를 다니는 시기에는 공통적으

로 교육지원 욕구가 높은데 특히, 그동안 과도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여성 한부모에게는 의료건강지원이, 부성에게는 사춘기 자녀와 좀 더 원활하게 상호작

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사소통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들

이 취업과 결혼을 통해 탈수급해야 하는 시기에 한부모가구주들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노후일자리 지원과 여가지원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근로 빈곤 한부모 가족이 증가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질적연구를 통해 드러난 정책수혜자들의 선명한 욕구를 기반으로, 

정책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빈곤 한부모들을 위한 정책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별, 성별 욕구 충족을 약간의 탈수급 인센티

브와 함께 주어진다면 한부모 가구주들은 수급잔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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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바,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진짜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원래 빈곤한부모를 위한 공공부조 정책은 일을 통한 자립과 복지제도 의존성 타파라는 두 가

지 목표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all or nothing의 일괄급여체계 구조로 설계된 공공부조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삶의 질이 하락할 위험에서 이들이 수급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며 수급

지속에 합리적인 동인을 오히려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그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이나 

비정규직 근로가 근근이 먹고사는 것 외에 더 나은 삶을 모색할만한 약간의 여유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제도가 태생적으로 가지고l 있는 구조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오히려 수급잔존의 유인책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괄급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단행해 대상층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소득층위에 

따라 급여제공을 다원화하며, 의료 및 주거급여를 부분적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박근

혜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맞춤형개별급여가 개념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정말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예산의 드라마틱한 증액이 필수

불가결하단 사실을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수급자격을 지켜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만 전문적으

로 트레이닝시키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근로능력과 의지가 존재하는 젊은 한부모들이 현상유

지를 위해 공공근로나 적성에 맞지 않는 자활사업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진입 초기에는 빈곤탈

출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높고 빈곤요인도 단순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점들은 변화된

다. 즉, 생애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자립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빈

곤화 및 공식화 경험에 의해서 낮아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전부터 낮은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심화된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개인의 욕구나 건강

상태, 자녀의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 자활사업과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 매여 있다

는 한계 때문에 시간을 빼서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 개인

의 욕구에 따라 미래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국가공무원 시험 포함), 교육기회제공, 직

업능력계발 준비, 소액창업 등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다 사회적 차원

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 소득액이 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생

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독일의 경우(박명선, 2006)처럼,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높일수록 제도에

서 어내고자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한부모 가장들이 일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힘겹게 저글링하는 삶의 어려움을 심층인터뷰

를 통해 토로해왔다. 실제적으로 극심한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이

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 무너지게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는 

참여자들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돌봄, 가사 등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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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고용지원이 필요하며, 양육이나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전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지원

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 한 서비스라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양육법,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기가 직업이 없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일을 해야만하는 한부모들에게는 접

근성에 있어서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부모의 삶의 특성을 반 한 프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정서지원이 요구된다. 

인적자본 및 취업경력이 극히 미약한 대상자들의 특성상 장기적인 인적자본 능력의 제고가 병

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이상록·진재뮨, 2003; 이문국, 2005) 통해서도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빈곤단계에 따른 정책지원은 물론, 장단기 목표 설정해 빈곤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시기, 가구주 성별에 따른 과정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통해 가정의(성별,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가 다르지만, 지원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만 단편적인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밥상은 화려한테 반찬은 다소 부실한 경우도 있음을 확인했다. 

수급잔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유형도 다양해진다. 이에, 각 단계별 적절한 개입은 다음 단계로

의 전환을 촉진하느냐, 아니면 수급잔존에서 탈수급으로 방향을 전환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

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한부모’라는 타이틀을 막 얻게 되는 젊은 시

기의(청중년층) 한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지 않으며, 몇몇 대상자

들의 경우 교육수준, 경력을 고려해볼 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각 단계가 요구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정책과 탈수급 유도정책을 조화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단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전 자녀 생애주기에 있어서 정서적 

지원 역시 요구된다. 한부모 가구주의 자녀들은 학습부진, 또래관계어려움, ADHD나 조울증과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 등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대물림된 빈곤을 답습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차원에서 가족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만한 전문상담

기관의 지정, 사례관리자의 연결 등을 통해 가족구조 상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만한 정서적 

지지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공적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전달체계가 필요

하다.

넷째, 행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사실 수급잔존 자체가 법적·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예산낭비나 모럴헤저드 이

*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비단 부모교육 뿐만이 아니다.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주민생활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좋은 주민생활체육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낮시간에 진행이 되고,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5-6시에는 
공무원 퇴근과 함께 문을 닫아, 서비스의 부재가 아닌 접근성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소외감과 배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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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십수년 전에 비하면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지원되면서 현재 지금 상

태에서도 한부모들은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국가의 보호아래 서비스를 다 받고 탈출하는 한부모들의 모습이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조 설계구조 자체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참여자 스스

로 능력을 키워 수급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보다는, 자녀를 잘 키워 진학을 

하고 취업을 시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구조로 작동

하고 있다. 본인의 취업과 창업을 통한 소득증가보다는 가구구조와 여건의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 

높은(백학 ·조성은, 2012) 상황과정에서 한부모 가구주들은 스스로의 삶을 ‘투명인간’화 시키

고,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꿈을 포기하며, 희생과 묵묵한 서포트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

게 노인이 된 한부모들은 과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12명의 한부모들을 만

나본 결과, 보상보다는 또 다른 빈곤 중・고령 노인으로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부모들을 낙인찍고, 그들의 삶이 희생으로 점철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

부차원의 한부모 가구주 당사자를 위한 보다 근원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12명의 대상자를 심층인터뷰한 질적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

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을 계기로 한부모 당사자들의 행복이슈를 비롯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과정적 경제・정서 지원과 관련한 후속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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